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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예천은 천혜의 자연과 함께 유서 깊은 역사가 공존하는 고장이다. 

특히 역사시대를 관통하며 시대의 중심에 선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대표적인 인재향(人材鄕)임은 모두가 인정한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을 구명한 명신 약포 정탁을 비롯해 성리학의 

대가 윤상, 조선시대에 백과사전을 저술한 권문해, 국문학 연구에 매

진한 조윤제, 일제시대에 금융주권을 지켜려한 임지한, 고려충신 장화

식 장군, 천년고찰 용문사를 세운 두운선사 등을 비롯해 하늘이 내린 

효자 도시복, 문학으로 자신의 의기를 표현한 임춘, 지혜와 경륜으로 

나라를 보살핀 김저, 고향민을 위해 의술을 펼친 이찬·김영인 부부, 

원나라에서 고국 고려만을 생각한 전원발 등이 태어나거나 거쳐 간 고

장이 바로 예천이다.

무엇보다 예천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정신은 물론 이들과  관련된 흡

입력 있는 이야기는 예천과 예천인을 지탱해온 뿌리가 됐다. 출향한 

많은 예천인들은 고향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이나 할아

버지·할머니로부터 들은 인재들의 이야기를 삶의 기둥으로 삼아 자신

의 앞 날을 개척하는 등불로 사용했다. 현재 예천을 지키며 예천의 중

요한 문화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또 인재들의 삶

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은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2월 21

일까지 1차 시리즈 7회와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차 

시리즈 5회 등 모두 12회에 걸쳐 영남일보에 연재한 시리즈를 엮은 책

이다. 예천에서 나고 자랐거나 뿌리를 둔 역사적인 인물의 삶과 정신

을 재조명하고, 그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전문작가가 인물들의 사

료와 연구자료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

다. 예천군박물관 학예사의 검증을 거치는 등 고증에도 신경을 썼다. 

또한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찾아 사진촬영하는 등 발로 뛰는 노

력을 아끼지 않았다.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의 발간이 예천이 배출한 인재들의 삶과 

정신을 현재에서 되돌아 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동시에 예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천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예천의 대표 인물들의 정신과 혼을 엿볼 수 있는 

장소들도 재조명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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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명재상 약포 정탁(1526~1605)

“이순신은 하늘이 내린 장수”

죽음 무릅 쓴 상소로 목숨 구해

01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금당실의 군계일학

형형한 눈빛의 청년이 걸음을 멈추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대번에 인

상이 부드러워졌다.

“금당실이다!”

오미봉이 눈에 가득 들어오자 청년은 고향에 돌아왔음을 절감했다. 

이내 걸음을 재촉해 울창한 솔숲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막 약관의 

나이에 이른 약포(藥圃) 정탁(鄭琢·1526~1605)이었다.

“이제 여기서 높이 날 준비를 하는 게다.”

정탁은 예천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의 집안이 예천에 입향하게 된 것은 

안동사람이었던 그의 부친 정이충(鄭以忠)이 예천 금당곡 삼구동에 살

던 한종걸(韓從傑)의 딸에게 장가들면서다. 이때부터 서원 정씨는 예천

에 세거할 기틀을 놓았다. 정탁은 금당곡의 외가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10세까지 생활했다. 명민했던 그는 이름난 스승을 찾아 고작 11세에 

안동의 가구촌(佳丘村)으로 넘어가 수학했고, 17세가 되던 해에는 퇴

계 이황에게 입문해 학문을 심화했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중종에서 

인종, 다시 명종으로 왕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세월이 벼락같았다. 그 

세월을 따라 정탁도 성인이 되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약관의 나이에 다시 예천 고향으로 돌아 온 정탁은 공부에 더 전념했

다. 22세가 되던 해에는 평생의 반려도 맞이했다. 고평사람 반충(潘忠)

의 딸이었다. 이로써 예천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린 정탁은 1552년(명종

7)의 성균생원시를 거쳐 1558년(명종 13)에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1. 조선의 명재상 약포 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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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탁의 첫 관직은 교서관의 말단 정자(正字)였다. 이후 예조정랑 등을 

지낸 뒤 1568년(선조 1)에는 춘추관의 기주관(記注官)이 되어 ‘명종실

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어서 도승지·대사성·관찰사·참판·판서 등 요

직을 두루 거쳤다. 1582년과 1589년에는 각각 진하사(進賀使)와 사은

사(謝恩使)로 명나라에도 다녀왔다. 왕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뜻이다.

정탁은 참으로 맑고 바른 인재였다. 주변에서 늘 “고결하기가 마치 들

판의 학 같고, 아름다운 광채를 머금은 옥과도 같다”며 고개를 주억거

렸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마냥 부드럽기만 하지도 않았다. 강직한 성정

으로도 유명했다. 이를 잘 아는 스승 남명 조식이 어느 날 집으로 정

탁을 불렀다. 사제 간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길에 조식이 

정탁을 불러 세웠다.

“내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으니 끌고 가게.”

“스승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자네의 민첩함과 날카로움을 보게. 날랜 말과 진배가 없지를 않나. 하

나 세상은 둔하고 더딘 소의 기운도 있어야 멀리 갈 수 있는 법이지.”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정탁은 갈등과 충돌 없이 명분을 바로 세우는 데 

진심을 다했다.

#2  난세의 명재상 

1592년 4월 13일 경상도 가덕도의 응봉봉수대가 급박하게 움직였다. 

“왜선이 출몰했습니다. 대략 90여 척이 부산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

습니다.”

“봉수를 올려라! 파발을 띄워라!”

다음 날 부산포는 긴박했다. 상륙한 왜선이 무려 여덟 배에 달하는 7

백여 척으로 불어나 있었다. 관군과 백성들은 대경실색했다. 1만7천여 

명의 왜군은 물밀 듯이 쏟아져 나왔다. 임진왜란의 발발이었다. 준비 

안 된 전쟁에 파죽지세의 적, 왕부터 피신시켜야 했다. 당시 67세였던 

정탁은 우찬성 겸 내의원 부제조로서 선조의 피란길을 호종했다. 계절

은 봄이지만 마음은 한겨울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평양성에 도착했지만 전선은 갈수록 악화됐다. 임

진강 방어전투가 실패하면서 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침통한 표정의 선

조가 명했다.

“의주로 옮기겠다.”

임금의 뜻에 정탁이 눈물로 호소했다.

“평양을 굳게 지킴으로써 국운의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양을 놓

친 것은 지난일이라 어쩔 수 없으나 이곳마저 버리셔서는 아니 됩니다.”

정탁의 호소에도 선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세자에게 힘을 줄 터이니 분조를 구성해 대응하라.”

간결한 명을 내린 선조는 의주로 떠나버렸다. 세자(광해군)를 중심으로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조선의 명재상 약포 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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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조(分朝·임시파견정부)에

는 영의정 최흥원, 형조판서 이

헌국, 부제학 심충겸, 형조참판 

윤자신, 동지 유자신, 병조참의 

정사위, 승지 유희림 그리고 이

사(貳師·세자시강원의 관직)의 

직을 명받은 정탁이 포함됐다. 

정탁은 영위사(迎慰使)로 파병 

온 명나라의 관리와 장수를 접

대하는 외교관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세자와 함께 군사들을 모

아 훈련 시키고 민심을 수습하

는 등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최선과 전력을 다했다. 

그러던 1594년(선조 27) 9월 어

명이 떨어졌다.

“관직의 유무, 서얼, 공사천(公私

賤), 승려, 속인을 막론하고 인재

를 천거하라. 내 그들을 들어 쓰

리라.”

좌찬성이었던 정탁은 곽재우·

홍경신·승려 유정(사명대사) 등 

예천군·호명면·황지리·내성천·산기슭에·있는·도정서원.·

서원의·사당에는·약포의·위패가·모셔져·있다.

012 013



26명을 천거했다. 실제로 이들은 전란 극복과 국가재건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정탁의 지인지감(知人之鑑), 즉 사람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증명했다.

일촉즉발의 전쟁은 계속됐다. 하지만 당쟁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데 뭉쳐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날선 대립과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정탁은 불안했다. 아

니나 다를까 1596년 2월 충장공(忠將公) 김덕령(金德齡)이 의금부에 

투옥됐다. 

김덕령은 전라도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킨 명장이었다. 가는 곳마다 왜

군을 격파해 세자로부터 익호(翼虎·날개달린 호랑이)장군이라 불리기

까지 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첩보가 늦게 전달되는 중대사고가 발

생하고 말았다. 분노한 김덕령이 죄인을 장살했는데, 그가 도체찰사 윤

근수의 노비였다. 결국 김덕령이 투옥되면서 일이 커지고 말았다. 이때 

정탁이 나섰다.

“김덕령은 용맹이 절륜하고 지혜가 뛰어난 장수입니다. 나라에 절실한 

인물입니다.”

명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한 정탁의 상소로 김덕령은 구명될 수 있었다. 

그러던 차 이번에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체포되었다. 정

유재란(1597년)의 발발로 72세의 노령임에도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하던 

정탁은 기함했다. 조신들의 모함과 왜군의 이간책 때문에 하늘이 내린 

장수를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순신은 한 차례 국

문을 받고 이미 반죽음 상태가 돼 있었다. 선조 역시 단호했다. 누구도 

이순신을 변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모두 처벌을 주장했다. 이순신의 목

숨은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이때 정탁이 상소를 올려 담대히 나섰다. 

죽음을 무릅 쓴 상소였다.

“이순신은 장수의 재질을 지녔으며 수륙전에 뛰어난 재능을 겸비했습

니다. 이러한 인물은 쉽게 얻을 수 없을뿐더러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

가 무척 크고 적이 매우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죄명이 엄중하

고 조금도 용서할 구석이 없다고 판단해 공과 죄를 서로 비교해 보지 

않고, 앞으로 더 큰 공을 세울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간의 사

정을 규명하지도 않고 끝내 큰 벌을 내린다면 공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라를 위해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탁의 호소에 류성룡·이원익 등도 이순신의 처벌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탁의 상소문이 결국 선조의 마음을 돌려

놓았다. 이순신은 죽음 직전에서 백의종군의 명령을 받고 가까스로 풀

려났다. 정탁의 구명으로 목숨을 구한 이순신은 명량대첩에서 대승하며 

나라를 구했다. 정탁의 직언(直言)이 나라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3  자경(自警),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 

“부귀, 이익, 출세는 운명에 달린 것이니 나에게 있는 것을 다할 뿐이

다. 또한 배우는 자로서 배부름과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민첩하게 일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조선의 명재상 약포 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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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말은 삼가고, 도(道)가 있는 곳에서 바르게 살 뿐이다.”

일흔다섯이 되면서 정탁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벼슬에서 물러났다. 

당시는 치사(致仕)라고 하여 고령이 되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이 

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이가 드물어 치사하는 인물은 욕심을 

예천군·호명면·황지리·동호언덕·위에·위치한·읍호정.·약포·정탁이·벼슬에서·물러나

예천·고향에·내려왔을·때·지은·정자로,·내성천이·훤히·내려다보이는·경치가·일품이다.

버린 깨끗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 “근세에 

재상으로서 치사한 자는 오직 정종영, 심수경, 홍가신, 그리고 정탁뿐

이었다”라고 써서 이름을 높였다.

예천 고향에 돌아온 정탁은 내성천이 보이는 고평리에 ‘망호당(望湖堂)’

이라 이름 붙인 집을 짓고 생활했다. 건너편 동호언덕에는 정자 읍호정

(挹湖亭)을 지어 드나들었다. 무엇보다 그는 전란의 후유증을 수습하

는 데 매진했다. 내성천이 범람할 때마다 물에 잠기는 고평들에 제방을 

놓고, 고평동계를 조직해 황폐화된 향촌사회를 재건했다. 한평생 나라

를 위해 진심을 다한 정탁은 1605년 고향 예천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

다. 그가 세상을 뜨자 선조는 예조좌랑을 파견해 조문하도록 하고, 영

전에 제사를 지내는 사제문을 내렸다.

세상을 뜨기 1년 전 선조로부터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호성(扈聖)

공신3등에 봉해졌고, 사후인 1613년(광해군 4)에는 영의정과 위성(衛

聖)공신1등에 추증됐다. 1635년(인조 13)에는 정간공(貞簡公)의 시호

를 받았다. ‘곧을 정(貞)’ 과 ‘대쪽 간(簡)’ 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했다.     

“도리를 지키고 벽처럼 우뚝하며 의리로 진퇴하며 역경에는 절개를 지

키고 겸허와 공손으로 사람을 대했다. 경세를 바탕으로 명분을 바로잡

고 마음가짐은 공정하고 충성스러우며 언론은 올바르고 공평했다.”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조선의 명재상 약포 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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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대가 별동 윤상(1373~1455)

성균관 대사성 16년 역임한 대학자…

문종 ·단종 어릴 때 스승도 맡아

02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관솔불 아래 책벌레

1374년 9월 신하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당한 제31대 고려 공민왕의 뒤

를 이어 10세의 우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보다 한 해 전인 1373년 10

월 예촌 별동리(別洞里)에 똘망똘망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향리 윤

선(尹善)의 아들 윤상(尹祥·1373~1455)이었다.

윤선은 늘그막에 본 아들을 보며 감격에 젖었다.

“꿈에서 학을 받아 기이히 여겼더니 태몽이었구나.”

학은 관복의 흉배에 수놓는 길한 짐승이었다. 아들의 미래가 기대된 

윤선은 밝고 슬기롭다는 뜻의 ‘철(哲)’로 이름을 지었다. 훗날 진사시에 

합격해 ‘상(祥)’으로 바꿀 때까지 윤상은 20년 동안 윤철로 살았다. 

“집안이 별것 없기는 해도 윤선 어른의 소생이니 성품은 보장이 아닌

가.”

“아무렴, 덕행은 두텁고 몸가짐은 청아한 분이 낳았는데 오죽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한입으로 예견한 대로 윤상은 어려서부터 행실이 남달

랐다. 한마디로 어린 선비였다. 공부 욕심도 많았다. 한창 나가서 놀 나

이에도 글을 익히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예천 관아의 사동(使童·

잔심부름을 맡아하던 급사)이 되고부터는 공부에 더 집요해졌다.

“간밤에 상이 어쩌고 있는지 보았는가? 관솔불 아래서 책에 고개를 파

묻고 있더군.”

“보다말다, 그러다 머리카락 태울까 걱정이야. 아무래도 예천에서 큰  

인물이 날 듯하이.”

2. 성리학의 대가 별동 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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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보문면·미호리·예천윤씨·집성촌.·윤상이·벼슬에서·물러나·터를·잡은·곳이다.

그런 윤상을 당시 수령이던 조용(趙庸·미상

~1424)이 눈여겨보았다. 당대 성리학계의 대

표 격이던 대학자 조용은 유심한 관찰 끝에 

결심했다.

“나이답지 않게 신중하고 침착할 뿐만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하니 내 키워봄직하다.”

조용은 결심하고 윤상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

했다. 윤상은 근면과 성실로 주경야독함으로

써 스승의 기대에 부응했고 이는 곧 결실로 

드러났다. 1392년(태조 1) 약관 20세의 나이

로 진사시에 합격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생원

시 합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는 조

선 건국 초기로 분야별 업무가 산적한 시기였

다. 이때 윤상은 동판내시부사(同判內侍府事)

의 역할을 다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윤상 등은 보조(補助)의 이익이 크니 그 공을 

기록할 만하다. 포상하라.”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흐른 1396년(태조 5) 

윤상은 24세의 나이로 식년 문과에 동진사

(同進士)로 급제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운 커

다란 경사였다.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2. 성리학의 대가 별동 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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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이·세상을·뜨고·한·해·뒤인·1456년에·그를·제향하기·위해·예천군·보문면·미호리에·건립된·

불천위사당·윤별동묘.·단정하게·정리된·입구를·따라·출입문을·열고·들어서면·사당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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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리학의 대가, 두 왕을 길러낸 스승

급제 후 선주유학교수·보주유학교수·서부교수·산음감무·조봉대부상

주교수·황간감무 등 지방관으로 내공을 쌓은 윤상은 집현전학사와 예

문관제학 등을 거쳤고,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던 1421년(세종 3)이었다. 왕이 윤상을 불렀다.

“세자의 스승이 되어 국본을 세우라. 내 그대를 믿는다.”

윤상은 기꺼이 받잡아 세자(문종)의 교육에 힘썼다. 그렇다고 윤상이 

세자의 스승이기만 하지는 않았다. 본디 권력과는 먼 학관으로서 그

를 따르는 제자들이 무수했다. 실제로 그의 나이 63세이던 1435년(세

종 17)에 성균관의 수장인 대사성(大司成)이 되고부터는 후진 양성 

이 더 본격화되었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쓴 김시습(金時習), 영남사

림의 기반을 구축한 김숙자(金叔滋), 대제학 김구(金鉤) 등 그가 배출

한 제자들이 이름을 혁혁히 날렸다. 그러는 동안 윤상의 머리에 서리

가 잔뜩 내렸다. 결국 윤상은 69세가 되던 해에 사직을 청했다. 하지만 

왕이 반려했다.

“불가하다. 그대가 늙었다 하나 학술이 정명하고 덕행이 높아 타의 지

극한 모범이다. 아울러 따르는 제자가 많으니 그들이 실망할까 염려된

다. 하니 과인의 곁에 더 머물라.”

한술 더 떠 원손(단종)의 성균관 입학을 계기로 박사(博士)로 임명해 

힘을 더 실어주기까지 했다. 꼼짝없이 붙들린 윤상은 훗날 왕이 될 세

자와 세손의 스승으로 도성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세종

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한 1450년, 팔순을 고작 2년 앞두고서야 고

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무려 성균관 대사성만 16년을 역임한 역대 

최고의 학관이었다. 이때 왕이 믿고 의지하던 스승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며 승정원에 “전송에 성의를 다하고 예천관아로 하여금 매월 

 

 

윤상은·생전에·미호리·동쪽의·등성이에·자리한·정자·청심대(淸心台)를·즐겨·찾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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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食物)을 공궤(供饋)하게 하라”고 명함으로써 윤상의 말년을 알뜰 

하게 챙겼다.

#3  ‘진주 삼킨 거위’ 구한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성균관의 말단 정자에서 시작해 우두머리인 대사성으로 벼슬살이를 

마무리한 윤상은 고향 예천 미호리에 터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조용

히 지낼 수 없었다. 윤상에게서 가르침을 받겠다며 선비들이 몰려들

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윤상은 조선 개국 이래 으뜸가는 사

범(師範)이라 불리는 대학자였다. 선비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만했다. 

윤상을 찾는 유생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조정도 술렁였다. 급기야는 

윤상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하지만 워낙 연로한 탓에 

고향에 남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고, 가히 당시 성리학의 주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던 1455년 윤상은 자신을 스승으로 모시는 단종이 수양대군(세

조)에게 쫓겨나기 약 석 달 전인 3월에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예

천군 북쪽 성북산(城北山)의 볕이 잘 듣는 산기슭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스승과의 영원한 이별을 슬퍼한 제자들의 곡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로부터 한 해 뒤인 1456년(세조 2)에 윤상을 제향하기 위한 불천위사

당(不遷位祠堂) 윤별동묘(尹別洞廟)가 미호리에 건립되었다.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낮은 기단 위에 세워진 사

당에는 윤상과 그의 부인 정부인 안동전씨(安東全氏)의 위패가 함께 모

셔져 있다. 해마다 음력 3월8일이면 예천윤씨(醴泉尹氏) 종가에서 제

를 지내고 있다. 1995년에는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293호로 지정되 

었으며, 사당 내에 보관돼 있던 별동집 목판은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으로 옮겨진 뒤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

다.

생전에 윤상은 미호리 동쪽의 등성이에 자리한 정자 청심대(淸心台)를 

즐겨 찾고는 했다. 산이 수려하고 내성천이 맑아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제자들과 더불어 강론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는 윤상이 부드러운 목

소리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풀어주었다.

“내 오래전 모처에 다녀오던 중에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지. 마루에 

앉아 있는데 주인의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구슬 한 개를 들고 촐

랑대다가 그만 손에서 떨어뜨렸네. 마침 아이 옆에 있던 거위가 먹을 

것인 줄 알고 그 구슬을 날름 집어 삼켜버렸고.”

눈을 반짝이는 제자들에게 윤상이 조곤조곤 말을 이었다.

“한데 그 구슬이 꽤나 귀한 물건이었던 모양인지, 주인이 이만저만 화

를 내지 않더군. 결국 그 화가 나한테까지 미쳤네. 한마디로 내가 훔쳤

다, 이것이지. 그러면서 관에 가자고 성화를 부리기에 ‘저 거위도 묶어 

하룻밤만 같이 있게 해주게. 하면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구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하고 부탁했네. 주인 입장에서야 난데없는 소리였겠으

나 들어줘서 손해 볼 일도 아니고 날도 저물었으니 그러기로 되었지.”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2. 성리학의 대가 별동 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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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인의 무례함을 성토하는데 윤상이 다시 말

을 이었다. 

“하면 어찌 되었을꼬. 날이 밝아 거위가 똥을 누면서 해결이 됐지. 거

기서 구슬이 나왔거든. 당연히 주인이 민망해하면서 왜 거위가 삼켰다

고 진즉 말하지 않았느냐 하더군. 해서 ‘그랬다가는 홧김에 거위를 죽

였을 것 아니오. 내가 하룻밤만 고생하면 될 것을’ 했더니 진심으로 미

안해하며 사과를 하더군.”

그리고 인자한 얼굴로 덧붙였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범사에 침착하고 인내함으로써 큰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나의 진심을 알아들었으면 좋겠구나.”

윤별동묘는·정면·3칸·측면·1칸·반·규모의·홑처마·맞배지붕·건물로,·낮은·기단·위에·세워진

사당에는·윤상과·그의·부인·정부인·안동전씨(安東全氏)의·위패가·함께·모셔져·있다.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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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운부군옥’의 저자 초간 권문해(1534~1591)

“조선 선비가 자기 역사를 모르다니…”

우리나라 첫 백과사전 만들어

03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오복(五福)을 이을 자손

사랑채 대소재(大疎齋) 마루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학가산 능선을 물

끄러미 바라보던 그가 신을 신고 발을 내디뎠다. 수십 보를 걸어 닿은 

곳은 집 앞에 자리한 향나무 아래였다.

“할아버님, 기뻐해 주십시오. 소손, 향시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권지(權祉)의 아들, 19세의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1534~1591)였

다. 울컥해진 그가 향나무를 향해 말을 이었다.

“소손이 집안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입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뜨르르한 가문이었다. 특히 할아버지 권오상을 비

롯한 오행·오기·오복·오륜 5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해 조정으로부터 

‘오복문(五福門)’이라 칭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복은 오래 머물러주지 

않았다. 1498년(연산군 4)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화근이 돼 

무오사화가 터진 것이다. 김종직이 부관참시되는 등 수많은 선비가 화

를 면치 못했다.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셋째 권오복도 예외가 아니었다. 

잔인하게 능지처참 당했고 다른 네 형제도 유배를 떠났다. 가문의 몰

락이었다.

다행스럽게도 1506년 중종반정으로 다섯째 권오상이 유배지에서 풀려

났다. 전남 강진에서 고향인 예천 죽림리로 돌아온 그의 짐에 작은 나

무 한 그루가 있었다. 바로 지금 권문해가 보고 선 향나무였다. 

마음을 가다듬은 권문해는 퇴계 이황을 찾아갔다. 대학자의 그늘에

3. ‘대동운부군옥’의 저자 초간 권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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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등과 더불어 학문의 지경을 넓혔다. 이는 

1560년(명종 15) 별시 문과 급제로 이어졌다.

권문해는 형조좌랑·예조정랑 등을 거쳐 1570년(선조 3) 영천(榮川·지

금의 영주)군수로 나아갔다. 임기를 마친 후 도성으로 돌아가 성균관전

적·사간원정언 등을 지낸 뒤 안동부사·청주목사·공주목사의 지방관

직을 다시금 수행했다. 그렇게 내직과 외직을 두루 거치는 동안 권문해

는 한 가지 사실로 늘 마음이 아팠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얕잡아보는 

뭇지식인의 태도였다.

“조선의 선비들이 중국의 역사와 역대 치란흥망(治亂興亡)에 대해서는 

상세히 꿰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역사는 문자가 없던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여긴다. 눈앞의 물건을 보지 못하면서 천리 밖을 응시하는 짓

과 다를 바가 없으니 실로 안타깝구나.” 

그러면서 권문해는 ‘운부군옥(韻府群玉)’을 떠올렸다. 운부군옥은 원나

라의 음시부(陰時夫)가 중국의 역사를 운별로 정리, 배열해 지은 사전

이었다.

“우리에게도 일목요연한 사전이 필요하다.”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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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동운부군옥의 탄생

초간정사(草澗精舍) 아래로 물소리가 야단스러웠다. 권문해는 바로 앞

의 원고에 몰두하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공주목사에서 물러나 

예천 고향으로 돌아온 이래 하루같이 매달린 작업이었다. 바로 동방

(東方)에 자리한 대국(大國) 우리나라의 운부군옥 ‘대동운부군옥(大東

예천군·용문면·예천권씨·초간종택은·1589년(선조·22)·권문해의·할아버지인·권오상이·지은

집으로,·오른쪽·뒤편에·있는·사당에·권문해의·불천위가·모셔져·있다.

韻府群玉)’의 초고 집필이었다. 이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도 모았

다. ‘삼국사기’ ‘계원필경’ ‘신라수이전’ ‘은대문집’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저서 174종과 ‘사기’ ‘한서’ 등을 비롯한 중국 저서 15종 등이 그것이다.

집필의 원칙도 명료했다. 

“하나, 민족자존의 견지에서 방언과 속명 등 우리 고유의 것들을 그대

로 기록한다. 둘, 원본에 충실하여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라도 내 마음

대로 가감하지 않는다. 셋, 자료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다룬다. 넷, 후대

에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은 더욱 중요하게 다룬다. 다섯, 유학의 뜻을 

존숭한다.”

집필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조정에서 어명이 내려왔다.

“임금께서 그대를 원합니다. 속히 입궐하십시오.”

권문해는 다시 도성으로 불려 올라갔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그를 필

요로 하고 있었다. 청직의 소임을 다하는 동안에도 권문해는 자료 수

집과 초고 집필을 쉬지 않았다. 이는 1584년(선조 17)에 부사의 직을 

명 받아 대구로 내려와서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1587년(선조 20) 11월

26일(음 10월 27일) 본격적으로 정서 작업에 돌입했다. 분류체계는 ‘운

부군옥’을 참고해 한자의 상평성(上平聲) 15운, 하평성(下平聲) 15운, 

상성(上聲) 29운, 거성(去聲) 30운, 입성(入聲) 17운의 총 106운으로 

세웠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지리·나라·성씨·인명·효자·열녀·수령(守

令)·신선·나무·화초·동물 등 11가지 항목으로 설정했다. 범위는 단군 

시기부터 당시 조선 선조조까지를 망라했다. 

“하면 제1운은 ‘동운(東韻)’이 되리.”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3. ‘대동운부군옥’의 저자 초간 권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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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해가 조심스럽게 붓을 놀렸다.

‘움직인다는 뜻이다. 봄을 가리키는 방위다.((東/動也 春方也)/진나라 

황제가 고구려왕 연을 정동장군 낙랑공에 봉했다[출전:남사](征東/晉

帝封高句麗王璉爲征東將軍樂浪公[南史])’

집필 의도에 걸맞게 권문해는 역사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삼한·

삼국·고려의 역대 왕은 물론이고 말갈, 거란, 몽골, 왜의 역사까지 실

었다. 1589년(선조 22) 20권 20책으로 집필이 완료되었다. 만일에 대

비해 두 질을 더 만들어 두기까지 했다. 

대장정을 마무리한 권문해가 성주에 머물던 벗 한강(寒岡) 정구(鄭逑)

를 찾아갔다. ‘대동운부군옥’의 완고 소식에 정구가 반색했다.

“식견을 넓히고 싶으니 부디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내심 걱정이 됐지만 권문해는 한 질을 빌려줬다. 그런데 얼마 뒤 정구

의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야 말았다. 권문해는 

속이 상했으나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고 너그

러이 넘겼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1591년(선조 24) 사간이 된 권문해를 퇴계 이황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 찾아왔다. ‘대동운

부군옥’을 살펴본 김성일이 감탄했다.

“그냥 두기 아깝습니다. 이러한 역작은 나라에서 보급해야 합니다.”

권문해는 흔쾌히 또 한 질을 김성일에게 넘겼다. 그러는 동안 권문해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집필로 인한 과로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었다. 결

국 권문해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11일(음 6월 23일)에 사간의 직

을 내놓고 도성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의 나이 57세였다. 그의 부음을 들은 임금이 명했다.

“예조는 들으라. 권문해의 상여를 지극정성으로 고향까지 호송하라.”

김성일은 벗의 이른 죽음을 통탄하며 홍문관의 책임자로서 대동운부

군옥 간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북새통 와중에 사

라져 버렸다. 

이 사실에 아들 권별(權鼈)은 절통했다. 남은 하나를 소중히 보관하며 

한 질을 더 필사해 두었다가 훗날 정산서원(鼎山書院)에 모셨다. 나아

가 아버지가 수집해둔 장서의 힘으로 ‘해동잡록(海東雜錄)’을 펴냈다. 

14책 규모의 방대한 인물사전이었다. 부전자전이었다.

세월이 흘러 1798년(정조 22) 7세손 권진락(權進洛)이 다시 출간을 준

비했다. 대사헌을 역임한 정범조(丁範祖)에게서 서문을 받는 것부터 차

근차근 단계를 밟았다. 그리고 1812년(순조 12) 본격적으로 간행을 시

작해 1836년(헌종 2) 드디어 대동운부군옥을 완간했다. 권문해 사후 

245년만의 일이었다.

#3  초간(草澗)으로서의 삶

　‘풀 초(草)’와 ‘산골 물 간(澗)’의 호처럼 권문해는 청섬(淸贍), 맑음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그가 ‘대동운부군옥’의 초고를 집필한 정자 ‘초간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3. ‘대동운부군옥’의 저자 초간 권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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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草澗亭)’ 도 그의 호에서 따왔다. 정자의 이름은 본래 ‘초

간정사(草澗精舍)’ 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말았

다. 1626년(인조 4) 권문해의 아들인 죽소(竹所) 권별(權鼈)

이 재건했는데 이 역시 화재로 타고 말았다. 100년이 넘도록 

방치되다 1739년(영조 15)에 현손인 권봉의(權鳳儀)가 옛 터

에 중수했다. 전면 세 칸 측면 두 칸, 건물 중앙에 방 한 칸

을 배치했다. 계곡 쪽으로 난간을 설치했다. 계곡의 바위 위

에 막돌을 쌓아 기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세운 팔작지붕 건

물이다. 금곡천이 보이는 4m 높이 절벽에 바짝 붙어 자리한 

정자의 풍모는 더없이 매혹적이다. 처마 남쪽에는 초간정사

(草澗精舍), 북쪽에는 초간정(草澗亭), 동쪽에는 석조헌(夕釣

軒)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권문해의 정신은 ‘초간일기’ 에도 남아있다. 생전의 그는 

1580년 11월부터 1591년 10월까지 약 10년간의 일정을 ‘선조

일록’ 117장, ‘초간일기’ 90장, ‘신란일기’ 34장으로 구분해 기

록했다. 조정과 지방관아에서 일어난 일, 관리들의 생활, 당

쟁에 관련된 인물을 비롯해 정치·국방·사회·교육·문화·지

리 등을 아울러 꼼꼼하게 적었다.

권문해는 사후에 나라가 내린 불천위(不遷位)가 됐다. 신주

가 모셔진 초간종택 사당에서 초간정사까지 도보로 40여 분 

거리. 그사이를 풀향과 물소리가 부지런히 오간다.

경북·예천군·용문면에·자리한·초간정.·우리나라·최초의·백과사전·대동운부군옥을·저술한

권문해가·지은·정자로,·물을·굽어보는·바위·위에·터를·닦아·앉은·풍모가·더없이·매혹적이다.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038 039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4. 국문학의 기틀 닦은 국문학자 도남 조윤제

040 041

국문학의 기틀 닦은 국문학자 도남 조윤제(1904~1976)

“민족을 위한 학문도 독립운동”…

민족사관 투철한 실천적 지식인

04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민족을 위한 학문도 독립으로 가는 길이다

1926년 1월 1일 아침, 책상에 펼쳐둔 신

문에서 짙은 잉크 냄새가 흘렀다.

‘해가 갈사록 우리의 서름은 깊퍼가고 해

가 올사록 우리의 감정은 새로워진다. 우

리의 세계는 차별, 속박, 우수, 암흑의 세

계이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속박에서 자

유로, 우수에서 환희로, 암흑에서 광명으

로 새 천지 새 세계를 전개케 하는 것이….’

조윤제(趙潤濟·1904~1976)의 눈이 반짝거렸다. 대구고등보통학교 진

학을 위해 고향 예천 지보리(知保里)를 떠난 지 거의 5년. 스물둘의 나

이에 바로 그 새 천지, 새 세계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밀고 나가야 한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에 예과(豫科)가 창설되자마자 문과 제1회 학생

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지금은 법문학부 문학과 진학이 코앞이었다. 그

것도 유일한 조선어문학 전공자였다. 출세가 보장되는 법학이나 의학 

계열이 아닌 조선어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독

립운동에 대한 갈망!

조윤제는 생육신 조려(趙旅)의 16세손이었다. 퇴계 이황을 지극히 존

경해 도산서원의 남녘에서 태어났다는 뜻에서 호를 도남(陶南)으로 짓

기까지 했다. 의기 넘치는 성정다운 행보였다.

도남·조윤제



예천군·지보면·지보리에·세워져·있는·삼선생공적기념비.

도남·조윤제를·비롯해·애국지사·조용구·조용필의·기념비가·나란히·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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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은 4월 25일 순종이 승하했다. 장례일은 

능 조성이 끝나는 6월 10일로 잡혔다. 일제는 장례식을 빌미로 조선 

민중들이 봉기라도 일으킬까 신경을 바짝 곤두세웠다. 실제로 수많은 

학교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하는 가운데 조윤제도 비밀결사를 조직

했다. 가슴은 뜨거웠으나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뜻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

지지 않았다. 조윤제는 낙심했다.

“동지가 많은 만주로 망명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달리했다.

“민족을 위한 학문도 독립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민족정신의 결정체

인 고전문학 연구가 내 할 몫이다.”

#2  조선문학을 학문으로 인식한 최초의 학자

조윤제는 학문에 열중했지만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다. 

“스승도 선배도 없는 것이 황무지나 다름없구나.”

홀로 손품과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 관계된 문헌이라

면 모조리 뒤졌고 국문학과 관련됐다 싶으면 무조건 끌어 모았다. 그렇

게 고군분투한 끝에 논문 ‘조선소설의 연구’를 제출하고 졸업했다. 

이후 조윤제는 3년간 법문학부 조수로 지내며 학자로서의 기초를 보다 

탄탄하게 다졌다. 1931년에는 전공 후배들과 ‘조선어문학회’를 결성해 

‘조선어문학회보’를 발간하기도 했다. 국문학 잡지로서는 최초였다. 그

러던 1934년 봄, 역사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이병도(李丙燾)·송석하(宋

錫夏)·손진태(孫晉泰) 등과 의기투합했다. 

“우리의 역사·언어·문학을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하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해야 하네.”

“지당하이. 우리 것이니 우리 힘으로 연구하고 우리 글로 발표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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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우리 학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무엇이 좋겠는가?”

“‘진단’ 이 어떠한가?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이르는 이름이 

아닌가.”

이로써 ‘진단학회(震檀學會)’가 탄생했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을 

통해 일본에 항쟁한다는 뜻이었다. 학계에 활력이 일었고, 조선 관련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권위도 세울 수 있었다.

조윤제가 동분서주하는 동안 그의 은사가 ‘향가 및 이두의 연구’를 통

해 향가를 해독해 내놓았다. 문제는 그 은사가 일본인 교수 오쿠라라

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이를 두고 일본학계에서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

쿵 논쟁까지 벌였다. 향가는 조선의 얼·정신·이념이 반영된 문학이었

다. 그럼에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장치가 없다 보니 벌어진 일

이었다. 조윤제는 조선학자로서 참담함을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우리 시가는 내가 연구할 것이다.”

조윤제는 시가의 형식을 중심으로 시가사(詩歌史)를 체계화했다. 발생

(發生)시대, 향가(鄕歌)시대, 시가한역(韓譯)시대, 구악(舊樂)청산(淸算)

시대, 가사송영(誦詠)시대, 시조문학발휘시대, 시가찬집(撰集)시대, 창

곡(唱曲)왕성시대로 역사를 나누고 각 시대의 개관·양식·작품에 대해 

논술했다. 그리고 이를 1937년에 ‘조선시가사강(朝鮮詩歌史綱)’ 으로 

펴냈다. 이 저서는 우리 시가의 역사를 다룬 최초의 글로 조윤제의 왕

성한 저술 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3  실천적 지식인의 민족사관 

‘조선시가사강’이 학계를 뒤집어놓은 바로 그해에 조윤제는 ‘교주 춘향

전(校註 春香傳)’ 을 탈고했다. 본디 전공이 소설사였으니 그에 걸맞은 

결과물이었다. 이 책에서 조윤제는 ‘춘향전’ 을 국문학의 백미로 인정하

고 원전 비판의 새 방법을 제시했다. 이후 조윤제는 학문에 더 매달렸

다. 하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않았다. 

“연구할 시간도, 집필할 시간도 부족하니 이래서야 곤란하다.”

결국 1939년 3월 근무하고 있던 경성사범학교를 사임했다. 보성전문학

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자신의 학문을 재검토했

다. 도서관장 손진태(孫晉泰), 대학 후배 이인영(李仁榮) 등과 토론하며 

민족사관 입장 또한 공고히 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우

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곧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조윤제는 경신학

교·천주교신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

던 1945년 8월 광복이 됐다.

‘민족된 자로서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는가만,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국문학 연구에서 성과가 나타나자마자 민족해방이 왔으니 이 

감격을 더 주체할 수가 없다.”

조윤제는 ‘우리 민족의 혈관을 흐르는 민족정신의 고동이 내 심금을 

울리는’ 감격 속에서 경성대학 법문학부 재건의 책임을 맡았다. 비로소 

안정적으로 연구와 저술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남·조윤제·기념비.·조윤제는·민족사관에·입각해·국문학의·기틀을·닦은·국문학자로·일제강점기·

황무지나·다름없던·국문학·연구에·있어·개척자적·역할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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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은 혁혁했다. 1948년 출간한 ‘조선시가의 연구’ 가 시작이었다. 

우리 문학을 양식별로 고찰한 첫 사업이었다. 이듬해에는 민족사관에 

입각해 국문학의 형성과 발전을 체계화한 역작 ‘국문학사’ 를 펴냈다. 

이 저서를 기본으로 삼아 국문학 연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

리고 6·25전쟁 후인 1955년에는 ‘국문학개설’ 을 내놓았다. 국문학을 

다각적으로 분석, 고찰한 국문학개론 계열의 효시였다. 이어서 1963년

에는 ‘국문학사’ 를 개정한 ‘한국문학사’ 를 출간했다. 

우리 문학을 학문으로 인식한 최초의 학자 조윤제는 민족해방과 통일

을 위해 헌신한 실천적 지식인이기도 했다. 1948년의 평양 남북협상에 

참여했고, 1960년 4·19혁명 당시에는 대학교수단 시위를 주도했다. 이

후 통일운동에 참여하던 중 1965년 한일협정 비준에서 비롯된 대일굴

욕외교 반대투쟁에 가담했다. 그 과정에서 형무소에 끌려간 것도 모자

라 대학에서 추방되는 고초도 겪었다.    

#4  고향 지보에 대한 애정

조윤제는 나라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6·25전쟁 당시 서울대 문리대학장으로 있던 그는 인민군에게 붙들렸

다가 풀려난 뒤 고향 지보리로 돌아가 칩거했다. 동족상잔의 슬픔 속

에서 선조들이 살던 땅을 밟다 보니 절절함이 솟구쳤다. 아버지 조용

범(趙鏞範)과 어머니 청주한씨(淸州韓氏)의 품에서 근심 걱정 없던 어

린 시절도 가슴이 시리도록 그리웠다. 그는 자신의 심사를 시(詩) ‘지포

팔경(芝圃八景)’ 으로 옮겼다. ‘지포’ 는 ‘지보’ 의 별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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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안은 태을산, 백운 토하는 만기봉, 봉산 나무꾼 노랫소리, 낙동강 

어부 피리소리, 다 지켜보는 서산 기린, 와우대에서 본 농경, 학강나루 

배, 지보암 저녁 종소리, 이렇게 여덟 개의 경치마다 고향의 안태를 빌

었다.

1952년 서울로 돌아간 조윤제는 성균관대 대학원장 및 부총장, 청구

대학 교수 등을 거쳐 1974년 2월 영남대에서 정년퇴임했다. 그의 나이 

72세였다.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미친 조윤제의 공로에 나라도 경의를 표했다. 

1963년 제8회 대한민국학술원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그

리고 그해 조윤제는 훗날 자신의 무덤 앞에 세울 묘비명을 직접 썼다.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는다!(生於民族 死於民族)’

조윤제는·생전에·우리나라·국문학사에·획을·그은·수많은·저서를·남겼다.·

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조선시가사강’·‘교주·춘향전’·‘국문학사’·‘한국시가의·연구’.



구한말 국권수호에 앞장 선 학암 장화식 (1853~1938)

日은행권 유통 저지· 통신권 수호…

日帝 주권침탈 온몸으로 맞서

05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포의(布衣) 선비가 재상이 되기까지

1853년 2월 예천 호명 내성천 옆 안질마을. 딸만 있던 장영제(張永濟)

와 창원황씨(昌原黃氏)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학암(鶴巖) 장화

식(張華植·1853~1938)이었다. 늦둥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장화식은 영특했다. 겨우 7세 나이에 천자문을 떼는 등 비상한 기억력

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 부모의 사랑이 함박눈처럼 쏟아졌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이듬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뜬 것이다. 장화식은 애통비통

하며 3년상을 치렀다.

“어른도 저리 못한다. 하늘이 내린 효자다.”

상실의 슬픔을 장화식은 공부로 잊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 장영제가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러는 동안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보위

에 올랐다. 장화식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의성 봉정리 사람 김해김씨

(金海金氏)와 혼인해 아들 쌍둥이를 본 것이다. 용환과 봉환이었다.

어깨가 무거워진 장화식은 학문을 심화하기 위해 예천 봉덕산 서악사

(西岳寺)로 향했다. 서악사는 1701년(숙종 27) 창건해 1737년(영조 13)

에 이건한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였다. 스무 살의 장화식은 가족에 대

한 그리움을 밀어두고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계기로 훗날 

서악사 입구 바위에 ‘蓮坡讀易山(연파독역산)’이 음각되었다. 연파만(蓮

坡晩·장화식의 이칭)이 역경(易經)을 읽은 산이라는 뜻이다.

절 생활이 한창이던 어느 날 낯선 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세상

의 이치를 논하던 가운데 장화식이 “물은 온천처럼 뜨거운 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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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식은·벼슬길에·나아가기·전·예천·봉덕산·중턱에·자리한·서악사에·들어가·공부했다.·이·일을·

계기로·서악사·입구·바위에는·‘蓮坡讀易山(연파독역산)’이·음각되었다.·연파만(蓮坡晩·장화식의·

이칭)이·역경(易經)을·읽은·산이라는·뜻이다.

반면, 불은 얼음처럼 차가운 불이 없습니다”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풀었다. 스님은 탄복했다.

“훗날 큰 재상이 될 그릇이십니다.”

장화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1878년에 초시

에 합격하고도 약 9년간을 조용히 지내기도 했

다. 하지만 그의 때가 이르렀다. 1887년(고종 24)

에 의금부도사가 된 것이다. 이후는 스님의 예언

처럼 흘러갔다. 참령(參領), 군부경리국장(軍部經

理局長), 육군부령(陸軍副領)과 같은 요직을 거

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통신원총판(通信員

總辦, 우체·전신·전화·전기·선박·육해운 수송 

등의 분야를 관장하던 기관의 으뜸 관직) 등 재

상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고종의 전폭적 신임 하

에 이루어진 인사였음은 물론이다. 

#2  퇴계 이황의 신주를 새로 모시다

1901년이 저물어가던 12월, 원수부(元帥府, 국

방·용병·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의 군

무국부장(軍務局副長) 직을 수행하던 장화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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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손님이 찾아왔다. 퇴계 이황의 후손 참봉 이돈호(李敦鎬)였다. 

“오늘자 황성신문에 퇴계 선생의 신주가 분실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

다.”

신문을 확인하기 전이었던 장화식은 경악했다. 바로 알아보니 유학의 

성지 도산서원에 도둑이 들어 신주를 훔쳐갔다는 내용이 떡하니 찍혀 

있었다. 서원 관리인이 수감되고 예안군수와 경북관찰사가 동분서주

하는 동안 장화식이 고종을 찾았다.

“도산서원은 국학(國學)입니다. 국가의 원기가 흔들리고도 남을 변란입

니다. 머리를 하늘에 두고 발로 땅을 밟고 선 자라면 모두가 절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후좌우를 꼼꼼하게 조사한 후 다시 아뢰었다.

“오래전 김인후(金麟厚·인종의 스승)와 조헌(趙憲·의병장)의 위판을 분

실했을 때 나라에서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니 위판을 

다시 만들어 봉안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소서.”

고종은 흔쾌히 허락했다. 장화식은 품질 좋은 위패목을 구해 공경을 

다해 실어 보냈다. 이를 유림에서 받아 고증을 거친 규격에 따라 새로

이 제작해 1902년 1월 26일에 봉안했다.

#3  일제와 대립하며 국권을 수호한 한성부판윤

1902년(고종 39) 9월 17일 장화식은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명예와 권

력의 자리였으나 실상은 전쟁에 나선 장수의 입장이었다. 특히 날로 증

가하는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매입 문제가 골치 아팠다. 하지만 장화

식은 단호하게 해결하며 국권을 지켜나갔다.

“독일인 상인 모세을의 초가 파손에 대해 사실을 조사한 결과 피해가 

과장되었다. 보상을 불허한다.”

“미국인 웜볼트의 토지 문서 발급 신청건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허위

로 밝혀졌다. 문서 발급이 불가하다.”

뿐만 아니라 경운궁 인근 건축물에 대한 고도를 제한하고, 궁궐 담장 

500m 이내의 신축을 금지하는 등 해묵은 미결사항 또한 엄격하게 집

행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11월의 어느 날 보고가 들어왔

다.

“농상공부 고문 일본인 가토 마스오(加藤增雄)가 자택에 전화를 가설

하겠다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화식은 대로했다. 통신원에서 승인하지 않았음을 모두가 아는데 이

를 어긴 것이다. 안 그래도 전신(電信)·무선 등의 영역에서 멋대로 사업

을 벌여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이었다. 

“우리만의 전화 사업을 시작한 이상 외국인의 전화시설은 허가 못한다

고 분명히 밝혔거늘 감히!”

장화식은 서둘러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불법으로 세운 전신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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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식이·한때·공부한·서악사.·1701년·창건해·1737년에·이건한·직지사의·말사다.



무려 23개나 된다는 보고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일

본 측은 묵살하고 그대로 강행했다. 

“백주대낮에 대궐 지척에서 무허가 전화 공사라니, 더는 용납할 수 없

다.”

장화식은 통신원에 협조를 구해 전신주를 아예 뽑아내버리는 강수를 

두었다. 일본인의 불법 전화 시설 설치를 온몸으로 막으며 국권을 지킨 

것이다. 일제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음은 물론이었다.

장화식은 또 일본제일은행권의 유통 금지를 고시해 한국 화폐가치의 

하락과 주권 침탈을 막는데도 진심을 다했다.

불법전화 설치 일로 분기탱천해 있던 그에게 어느날 또 다른 보고가 올

라왔다.

“진고개에 사는 일본인이 집을 저당잡고 돈을 내주었는데, 일본제일은

행에서 발행한 일본화폐라고 합니다.”

“결국 일이 터졌구나.” 

장화식이 한성부판윤이 되기 전부터 일본제일은행권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 권면의 금액은 재한국 각 지점에서 일본통화를 가지고 태

환함’이라고 적힌 이 은행권은 금화가 아닌 일본은행 태환권이었다. 즉 

도쿄에서만 태환이 가능해 우리 백성에게는 식민지적 신용화폐에 불과

했다. 장화식은 기가 막혔다.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지도 않은 비정상적

인 화폐가 유통되면 어떤 피해가 초래될지 예상되고도 남았다. 무엇보

다 우리 화폐의 가치가 폭락해 주권이 흔들릴 것이 자명했다. 장화식은 

1903년 2월5일 황성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고시했다.

‘일본인들이 일본제일은행권을 주조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각 지점에 

유통하고 있다. 일본인이 상호 간에 통용함은 간섭할 바 아니나 우리 

인민이 통용했다가는 병폐가 생길 것이다. 이를 막지 않으면 장차 손해

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알린다. 대소인민은 그 은행권을 절대로 사용

하지 말라. 몰래 주고받는 자는 적발하여 단호히 중벌로 다스릴 것이

다.’

하지만 일본은 물러서지 않았고 대한제국 정부는 굴복하고야 말았다. 

일본제일은행권의 통용 금지를 진두지휘하다시피 한 장화식으로서는 

한성부판윤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소신,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직을 청합니다.”

1903년 2월 12일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렇다고 그의 의기가 꺾인 것

은 아니었다. 1904년 통신원회판(會辦), 1905년 통신원총판(總辦)으로 

일하는 내내 통신권 수호를 위해 항거했다. 핵심은 한일통신기관협정 

조약 반대였다. 협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하나, 국내에 있는 우편전신사업의 관리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둘, 이미 설치된 통신설비 일체를 일본에 이양한다. 셋, 통신기관의 운

영에 필요한 토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넷, 수익금은 면세로 한다.’

온갖 특권이 망라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장화식은 물리적 충돌

도 서슴지 않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대세는 일본으로 기운 터

였다. 결국 협정은 체결되었고 장화식은 총판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러

자마자 을사늑약이,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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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장화식은 황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고종 사후 19년

째이자 순종 사후 12년째인 1938년, 한 서린 몸을 고향 봉덕산 서악사 

후운평(後雲坪)에 뉘었다.

장화식의 충심은 두 아들에게로 이어졌다. 장봉환(張鳳煥)은 우리나

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인 육영공원에서 수학한 수재였다. 벼슬길

도 탄탄대로였다. 칙임검사, 육군보병부령, 시종원시종(侍從院侍從·비

서관), 시위연대(궁궐수비대)대대장 등 고종의 최측근 요직을 거쳤다. 

그러다 대구진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일제의 압력으로 보직해임됐다. 

이유는 의병활동 지원과 의병봉기 선동. 그때가 1905년 아버지 장화식

이 한일통신기관협정 조약을 반대하다가 통신원총판직에서 물러난 바

로 그해였다. 그리고 장용환(張龍煥)은 고향 원곡서당(原谷書堂)에서 

선생의 삶을 살았다. 1919년 3·1운동 때 예천 만세운동을 주도한 생도

들이 다닌 바로 그 서당이다.

장화식이·일본제일은행권의·유통금지를·고시한·1903년·2월·5일자·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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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반란을 진압한 임지한 장군

“호랑이 타고 신출귀몰”…

고려 때 경주 반란 싸우지 않고 진압한 충신

06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사내

고려 제24대 왕 원종(1219~1274, 재위 1259~1274) 조, 예천 관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다. 수령을 지근에서 수행하고 보필해야 하는 아

전들은 동분서주했다. 정신없기는 수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지

역을 파악하고 인계받은 업무를 확인하느라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령이 기겁했다. 부친의 생일이 바로 다음날이었던 것

이다. 불효를 저지를 뻔했다고 자책하며 서둘러 귀한 먹거리를 장만했

다. 그리고 아전들을 불러 모았다.

“예천에서 가장 발 빠른 자가 누구냐?”

“어인 일로 그리하십니까?”

“도성에 다녀올 일이 있다.”

“기한을 얼마나 주십니까?”

“내일 도착해야 한다.”

하루 만에 예천에서 개경을 가라는 소리에 다들 기절초풍하는데 한 사

내가 나섰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공방(工房) 임지한(林支漢)이었다. 예천에서 태어나 근면성실한 데다 

늘 병법서를 읽어 좋게 보던 차였기에 수령은 반색했다. 하지만 수령 

생각에도 무리는 무리였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6. 고려시대 반란을 진압한 임지한 장군

063



임지한이 단호한 어투로 대답했다.

“목을 바치겠습니다.”

안도한 수령은 바로 먹거리를 내주며 반드시 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신

신당부했다. 다른 아전들이 “그 먼 길을 무슨 수로” 하며 걱정을 쏟아

내는 가운데 임지한만 혼자서 천하태평이었다. 바로 채비해 떠나도 시

간이 부족할 판에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칠순 노모를 챙

기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 한숨 돌리기까지 했다. 외려 수령의 명으로 

임지한의 뒤를 밟은 나졸이 애가 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는 동안 시

간이 흘러 밤이 이슥해졌다. 그제야 임지한이 노모에게 다정하게 고했다.

“어머니. 소자,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간다고 그러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면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오냐. 오죽 알아서 잘할까.”

집을 나온 임지한은 범우리로 향했다. 범우리는 본포리(本浦里)와 원곡

리(原谷里) 사이에 자리한 우거진 숲이었다. ‘범 호(虎)’와 ‘울 명(鳴)’을 

써서 호명산이라 부르기도 했다.

숲에 다다른 임지한이 어둠을 향해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덩치가 산만 한 호랑이였다. 기실 임지한은 호랑

이를 길들여 말처럼 타고 다녔다. 곧장 임지한이 말을 타듯 등에 오르

자 호랑이가 내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진 임지한은 

다음날 수령의 부친에게서 서찰까지 받아 돌아왔다. 이 일로 임지한이 

여산대호(如山大虎)를 부린다는 소문이 널리 파다하게 퍼졌다. 

#2  반란을 진압하다

원종이 근심어린 한숨을 흘렸다.

“반란이라?”

“예, 최종(崔宗)·최적(崔積)·최사(崔思) 무리가 난을 일으켰다 합니다.”

100여 년에 걸친 무신정권 기간 경상도·전라도·양광도 각지에서 민란

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193년(명종 23) 가을에 청도 사람 김사미(金

沙彌)가 일으킨 난은 후유증이 컸다. 초전(草田·울산) 사람 효심(孝心)

과 연합해 국토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반란이었다. 

보고가 이어졌다.

“경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최종·최적·최사  무리가 청송 주왕산에 1만

여 명의 병력을 모아놓고는 이웃 고을의 수령을 죽이고 곡식을 약탈하

는 등 패악이 크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도성이라 합니

다.”

“결국 게까지 중앙군을 움직여야 한단 말인가?”

“그보다는 그곳 지세에 밝은 장수에게 일단 맡겨보심이 효율적이라 사

료됩니다.”

“마땅한 인물이 있는가?”

“예천 관아에 임지한이라고 병법에 능한 관리가 있습니다.”

원종으로서는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

“임지한을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에 임명한다. 그로 하여금 진압하게 

하라.”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6. 고려시대 반란을 진압한 임지한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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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천군·예천읍·노상리·의충사·유적지.·의충사는·고려시대·반란군을·

진압한·임지한·장군을·제향했던·곳이다.·1868년·서원철폐령으로·헐렸다가·

1898년·마을·주민들에·의해·다시·세워졌지만·1978년에·집중호우로·다시·

붕괴되고·현재는·터만·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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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엄한 어명이 예천에서 맡은 업무에 여념이 없던 임지한에게 전해졌

다. 임지한은 뜻을 받잡고 그동안 갈고닦은 병법을 동원해 계책을 세웠

다. 

“병법의 가장 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임지한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다.

“내 곧 적진으로 들어갈 터이다. 너희는 안동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려

라.”

말을 마친 임지한은 홀로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반란군에게 자

신을 ‘고려에서 도망친 장수’라고 속인 후 투항했다. 임지한의 눈에 비친 

반란군은 지쳐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굶주림에 사기가 바닥을 쳤다.

그때 임지한이 나서 적장에게 제안했다.

“내가 안동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 놓겠소. 보름 후에 안동으로 집결

하시오.”

반란군은 의심하지 않고 임지한을 보내주었다. 안동에 도착한 임지한

은 먼저 도착해 있던 군사들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누룩과 대마초 씨

로 술을 빚고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했다. 약속한 날에 반란군은 안동

에 도착했다. 그들은 경계를 풀고 음식과 술을 마음껏 마셨다. 시간이 

흘러 반란군들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임지한과 그의 군사는 싸우지 

않고 반란군 무리를 평정했다. 

이 소식에 원종이 임지한을 불러 올렸다.

“그대의 공이 실로 크다. 삼중대광 벽상공신에 봉한다.”

삼중대광(三重大匡)은 정1품의 품계이고 벽상공신(壁上功臣)은 초상화

가 조정의 벽에 걸린다는 뜻이었다. 어마어마한 명예였다.

하지만 임지한은 벼슬을 사양했다. 대신 군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상

주 관내의 다인현(多仁縣)을 예천에 귀속시켜 달라고 청했다. 원종은 

감동해 바로 허락했다. 

이후 임지한은 장군의 신분으로 예천과 다인을 수시로 왕래했다. 그때

마다 범우리를 지나야 했는데 임지한이 탄 호랑이가 그냥 지나치는 법

이 없었다. 원래도 포효했지만 그 소리가 더 커진 것이다. 그럼 산에 있

는 모든 호랑이들이 산이 흔들릴 정도의 울림으로 대답을 했다. 그렇

게 호랑이들이 너도나도 포효하는 날이면 마을에선 “우리 임 장군님이 

지나시나보다”고 짐작하며 마음을 놓았다. ‘범우리’라는 지명도 여기서 

유래했다.

#3  죽어서도 예천을 지킨 장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왜군이 부산에서부터 물밀 듯 

북상하는 가운데 장수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가 예천을 치고 들

어왔다. 묵을 장소로 향교를 지목한 뒤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빠르게 어두워지며 스산한 바람이 불어

와 흙먼지를 일으켰다. 두려움에 빠진 우키타 히데이에가 서둘러 향교

를 벗어나 주민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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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이 근처에 명장의 사당이 있소?”

주민들이 한 입으로 답했다. 

“노상리(路上里) 객사 동쪽에 의충사(毅忠祠)라고 해서 임지한 장군님

의 사당이 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바로 의충사로 향했다. 가보니 사당 벽에 아주 오래

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노송(老松)과 집채만 한 호랑

이 한 마리였다.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에게서 안광이 뚫고 나오

는 것 같았다. 상서로운 기운에 압도당한 우키타 히데이에는 즉시로 향

을 피우고 축문을 지어 제를 올렸다. 그리고 주민에게 사과한 후 병사

들에게도 일렀다. 

“이 고을은 대장군의 신령이 깃든 곳으로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날뛰

어선 안 되며 살인이나 방화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경거망동했다가

는 화가 우리 군 전체에 임할 것이다.”

이로써 예천에서는 왜란으로 인한 큰 피해를 겪지 않았다.  

영험한 일은 숙종 조에도 벌어졌다. 1717년(숙종 43) 2월 24일 왕에게 

장계가 올라왔다.

“평안도 각 고을 백성으로 전염병을 앓는 자가 313명에 죽은 자가 10명

이며, 전라도에서는 920여 명에 110명입니다.”

하루 뒤인 25일에도 보고는 이어졌다.

“경상도 각 고을의 백성으로 전염병을 앓는 자가 930여 명에 죽은 자

가 150여 명이며, 충청도에서는 360명에 100여 명입니다.”

이때부터 약 이태 동안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가 전국에서 무려 3

만5천여 명에 달했다. 당시 인

구가 약 1천400만여 명이었으

니 엄청난 피해였다. 두려움에 

휩싸인 예천의 주민들은 임지

한의 사당을 찾았다. 간절한 마

음으로 장군을 향해 마을의 무

사안녕을 빌었다. 그 덕분인지 

예천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

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실로 놀

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의충사는 1868년(고종 5)

에 전국을 뒤흔든 서원철폐령 

와중에 헐리는 아픔을 겪었다. 그랬다가 30년 뒤인 1898년(고종 35)

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80년이 흐른 

1978년에 집중호우로 다시 붕괴되고 터만 남았다. 그 세월을 나무들이 

지켜보았다. 사당 오른편에 서있던 감나무 두 그루와 왼편에 서있던 소

나무 한 그루가 그것이다. 

의충사유적지비.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6. 고려시대 반란을 진압한 임지한 장군

070 071



천년고찰 용문사를 창건한 두운선사

龍이 인도한 곳에 사찰 짓고…

후삼국 싸울 때 龍이 데리고 온 왕건 도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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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암에 거하는 대선사

성품이 어질기로 알려진 신라 제48대 경문왕(景文王·재위 861~875) 

조. 범일국사(泛日國師)와 함께 당나라에 공부하러 갔던 두운선사(杜

雲禪師)가 귀국했다. 흥덕왕(興德王·재위 826~836) 시기에 떠났으니 

세월이 이만저만 흐른 게 아니었다. 오랜만에 밟은 고국 땅을 느꺼워하

며 두운선사는 천기(天氣)와 지기(地氣)가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몇 날 며칠에 걸쳐 물결처럼 넘실거리는 백두대간을 지나 다다른 곳은 

예천에 우뚝 선 용문산(당시는 용문산이 아니었다)이었다. 

“이곳이 100여 년 전까지 수주(水酒)로 불리던 예천이로다.”

꼿꼿하게 서서 산세를 살피던 그때였다. 상서로운 기운이 사방을 뒤덮

더니 용이 나타났다. 그것도 두 마리였다. 현실인지 환상인지는 중요하

지 않았다. 다만 담대하게 응시할 뿐인 두운선사를 두고 용이 앞서가

기 시작했다. 당연히 따라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움직임이었다.

“오냐, 가 보자.”

거친 수풀을 헤치며 얼마나 따라갔을까. 어느 지점에 이르자 용이 홀

연히 사라졌다.  

“바로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뜻이로다.”

두운선사는 지체없이 어지러이 덮여있던 가시덩굴과 잡초덤불을 베어

내기 시작했다. 여러 날에 걸친 고된 노동 끝에 땅이 말끔하게 정리되

었다. 두운선사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울퉁

불퉁하기만 한 땅을 평평하게 골라야 했다. 그러기를 또 한참 여, 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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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땅이 정리되었다. 두운선사는 빠른 손놀림으로 풀을 엮어 작은 암

자를 지었다.

“두운이 머무는 곳이니 두운암으로 해야겠다.”

그 때가 870년, 경문왕 재위 10년째였다. 두운선사는 그곳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세상이 날로 소란스러워졌다. 그도 그럴 것이 용문산이 자리한 

예천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동쪽의 친고려 세력과 서쪽의 친후백제 세

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아무리 산속 초암에 거하고 

있다 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를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운선사는 오래전 용을 맞닥뜨렸을 때의 기운을 다시 느꼈다. 무

언가를 깨달은 두운선사가 두운암을 나섰다. 그리고 수풀을 응시하며 

용이 데려올 누군가를 기다렸다. 

#2  왕건을 만나다

얼마 뒤 수런수런한 기운을 몰고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났다. 두운

선사가 속으로 과연 누구인지를 가늠하는데 장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왕건이라 하오. 선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소.”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니.

“길이 험했을 텐데 고생은 아니하셨습니까?”

“안내를 받았소.”

안내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바로 그 용일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내 초암 안에 마주앉았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왕건이었다.

“천하를 평정 중에 있소.”

“알고 있습니다.”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의 왕이 된 왕건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인물이었

다. 왕건이 말을 이었다.

“현재 이곳에서 전쟁 중이기도 하오.”

그 또한 두운선사도 아는 내용이었다. 예천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

던 것이다. 후백제 세력이 용주(용궁면)에서 문경으로 연결된 예천군 

서쪽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까닭이었다.

왕건이 형형한 눈빛으로 말을 계속 이었다.

“갈라진 민심이 우리에게 향해야 하오.”

“그 민심을 제게서 구하십니까?”

“선사께서 나와 뜻을 같이한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심이 내게 

향할 것이오.”

아닌 게 아니라 예천은 지역에 따라 정치 동향이 달랐다. 4개 영현(領

縣) 가운데 가유현(嘉猷縣)과 안인현(安仁縣)은 고려에 비우호적이었

고, 영안현(永安縣)은 혼란지경이었다. 적아현(赤牙縣) 일대만 고려에 

호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백성이 존경하는 두운선사가 나서주기

만 한다면 왕건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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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돌아온·두운선사가·870년·예천·용문산·기슭에·처음·세운·절로,·훗날·고려태조

왕건이·두운선사의·덕을·기리기·위해·절을·크게·중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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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운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의 기운이 왕건에게 흐르고 있음을 

아는 그였다. 내놓을 답은 하나였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왕건이 반색했다. 그리고 천하를 아우른 뒤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철

석같이 약속했다.

“이제 이 산은 용문산(龍門山)이 될 것이며, 이 초암은 용문사(龍門寺)

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훗날 약속을 지켰다. 두운선사는 이미 입적한 

후였지만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장 먼저 용문사를 30여 칸의 기와집으

로 증축했다. 그 과정에서 신비로운 일이 발생했다. 기단을 쌓기 시작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꾼들이 옛 들보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이다. 조심스럽게 내려 확인하니 무게가 16냥(약 600g)쯤 되는 은병(銀

甁)이었다.

“돌아가신 선사께서 주시는 선물인 듯하오.”

“귀히 써야 할 터. 곡식으로 바꿔 일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소.” 

두운암에서 용문사로 거듭나면서 유지에 드는 비용문제가 대두됐다. 

하지만 이 또한 왕건이 해결했다. 해마다 주현(州縣)으로부터 조세 150

석을 거둬 공양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해준 것이다. 자연스럽게 예천도 

대우를 받았다. 읍호 승격 차원에서 큰 고을이라는 뜻의 보주(甫州·조

선시대에 다시 예천으로 바뀌었다)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이후 용문사는 제18대 왕 의종이 보위에 있던 1165년에 법당 세 칸과 

승방, 주고(廚庫·절의 부엌) 등 93소를 새로 건립해 규모를 확장했다. 

이어서 1171년(명종 원년)에는 일주문 밖 산봉우리 꼭대기에 태자의 태

(胎)를 묻고 축성수법회(祝聖壽法會)를 여는 등 왕실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창성할 창(昌)과 기약할 기(期)를 써 창

기사(昌期寺)로 개칭되었다. 

이태 뒤에 동북면병마사 김보당(金甫當)이 난을 일으켰을 때도 용문사

는 법회를 열었다. 승려가 3만명이 넘게 모여 7일 동안 진행한 대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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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때 대장전(大藏殿·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전각)을 새로 

짓고 윤장대(輪藏臺·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것)를 2좌 설치했다. 다행히 난은 수습되었고 용문사에도 평화가 찾아

왔다. 

그러던 10년 뒤인 1183년(명종 13) 명종이 한림학사(翰林學士) 이지명

(李知命)에게 명했다.

“용문사에 중수비를 세우라.”

태자의 장태지인 용문사를 지원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

함이었다. 이에 이지명이 찬술하였으니 바로 중수용문사기(重修龍門寺

記)였다. 당연히 두운선사의 이야기가 앞에 놓였다.

중수기는 “신라의 두운선사와 범일국사가 배를 타고 당나라에서 들어

가 법을 전해 받고 돌아왔다. 이어 이 땅을 점쳐 가시와 덤불을 베어 

평평하게 하고 처음에 초암을 짓고 오랫동안 정근하였다”고 적었다.

#3  묵은 벽에는 불등(佛燈)

용문사에 대한 왕실의 보호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이어졌다. 척불숭

유, 즉 불교 배척이 주요 정책으로 시행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 그

럼에도 용문사는 굳건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략적 위치였다. 

바로 그 때문에 왕건이 두운선사를 찾았으니 세월이 흘렀어도 다를 것

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종대왕의 왕비인 소헌왕후의 태실이 안치된 장

소였기 때문이다. 본디 태실이란 왕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태를 안치하

는 곳이다. 그런데 사가(私家)에서 출생한 왕비의 태실이 봉해진 것이

다. 유일무이한 왕비의 태실을 품은 만큼 그에 맞는 대접을 받을 수밖

에 없었다. 나아가 1783년(정조 7)에는 정조의 장자 문효세자의 태까지 

용문사에 안장되었다.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에 자리한 용문사는 문화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보물 제684호 윤장대(輪藏臺), 보물 제989-1호 목조아미타

여래삼존좌상(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989-2호 목각아미타

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등이 그것이다.

용문사를 두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장가 서거정(徐居正·1420~1488)

이 이렇게 읊었다.

“산이 깊어 세속의 소란스러움 끊겼어라. 승탑은 고요한데 묵은 벽엔 

불등(佛燈)이 타오르고, 가녀린 외줄기 샘물소리 사이로 첩첩 산봉우

리가 달빛을 나누는구나. 우두커니 앉아 깊이 돌이켜보니 내 여기 있

음조차 잊게 되누나.”

반 천년 전 공부로 밤을 지새운 두운선사가 새벽녘에 초암 문을 열었

을 때 마주쳤을 풍경이었다.

■참고	‘중수용문사기에·나타난·예천·용문사의·사격·변화’,·2008,·서성희·권영오.

·········‘예천·중수용문사기·비문으로·본·고려중기·선종계의·동향’,·2005,·한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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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숯 굽는 사내

1883년(고종 20) 9월 23일(양력 10월 23일),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

뢰었다.

“경상좌도 암행어사 이도재(李道宰)의 별단(別單·암행어사의 보고서에 

딸린 첨부 문서)에 속한 내용입니다. ‘야계(也溪) 도시복(都始復)의 성

실함과 효성이 드러났으니 마땅히 아름답게 여겨 포상하소서’ 라 하였

으니 이를 해당 부처에 일러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임금이 윤허하였다. 도시복(1817~1891)이 죽기 8년 전의 일이었다.

도시복은 1817년, 예천군 상리면 야항리(현 효자면 용두리)에서 도상

진(都尙震)과 강릉유씨(江陵劉氏) 사이의 5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

다. 직계 조상 가운데 벼슬을 산 이가 많았으나 도시복은 관직과는 상

관없는 서민의 삶을 살았다. 서민의 삶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도시복의 것은 가난함이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것만으로

는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편히 모시기 

어려웠다. 도시복은 호구지책으로 숯을 굽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노동이었다. 참나무를 구해 바리바리 짊어지고 가마로 옮기

는 것부터가 일이었다. 널브러진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핀 뒤 옆을 지키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도시

복이 흘리는 땀의 양만큼 흑탄과 백탄이 골고루 만들어져 나왔다. 도

시복은 그렇게 구워진 숯을 내다 팔아 집안을 이끌었다. 맏아들이자 

맏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믿고 최선을 다했다. 

8. 하늘이 내린 효자 도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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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와중에도 도시복은 부모님에 대한 ‘출필곡반필면(出必告反必

面)’ 의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아뢰고, 돌아

와서도 반드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림으로써 양친에게 걱정을 끼치

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늘이 도우셨음인지 아내 곡산연씨(谷山延氏) 

또한 비슷한 성정이었다. 부부간에 평화가 흘렀고, 그 평화가 집 안을 

훈훈하게 데웠다.

#2  하늘이 내린 효자

어느 날이었다. 예천 장날을 맞이해 도시복은 여느 때처럼 지게에 숯

을 싣고 장터로 향했다.

“요즘 어머니 건강이 전만 같지 않으시니 걱정이다. 잘 드셔야 하는데 

몇 술 뜨시다 수저를 내려놓으시니 이를 어이할꼬. 고기를 지금보다 많

이 드시면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려나. 오늘은 한 근 더 사야겠구나.”

고단한 장사 끝에 도시복은 숯을 모두 팔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 해가 서쪽하늘로 넘어가고 있었다. 마음이 급해진 도시복은 숯

을 판 돈으로 서둘러 고기와 반찬거리를 사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

자기 솔개가 나타나 보따리를 채 날아갔다. 어찌나 놀랐는지 헛웃음이 

다 터졌다. 그 자리에 서서 넋 놓고 있던 도시복이 심호흡을 했다.

“이리 된 데는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도시복·효공원에는·도시복의·효와·관련된·각종·이야기에·등장하는

호랑이와·잉어·등이·테마로·재현되어·있다.·

의연함을 찾은 도시복이 다시 걸음을 놓았다. 더 늦었다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뻔해 부지런히 움직여 집에 닿으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

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궁이 옆에 솔개가 채간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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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해진 도시복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어찌 된 일인지를 묻자 아

내가 “아버님, 어머님 진지 드실 시간이 늦어질까 봐 솔개가 서방님을 

도왔나 봅니다”고 답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서방님의 진심

이 짐승들 사이에도 파다하게 소문이 난 게지요”라고 덧붙였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싶으면서도 도시복은 안도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지극한 효심을 하늘도 아는지 신기한 일이 한 번씩 벌어졌다. 부모님이 

병중에 흘리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동분서주한 끝에 5월에 홍시를, 섣

달에 수박을 구한 것이 그것이다. 심지어 홍시를 얻은 곳은 예천에서 

이만저만 멀지 않은 산골짜기 마을이었다. 그 먼 길을 호랑이가 실어가

고 실어왔다. 당시 호랑이가 감나무 사이를 정신없이 헤매던 도시복에

게 감복해 등을 내준 장소를 ‘업은골’ 이라 일렀는데, 현재 하리면 송월

리에 자리하고 있다.

또 병환 중인 부모님을 노심초사하는 중에 얼음구덩이에서 잉어가 튀

어나오기도 했으며 노루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기도 했다. 잡아서 부

모님을 구완했음은 물론이다. 서리가 일찍 내려 마을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해에도, 돌덩이 같은 우박이 퍼부어 천지가 엉망이 됐던 해에도 

도시복의 산골 밭만 무사히 넘어갔다. 이때 도시복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출을 갈라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이처럼 상서로운 일들이 잊

을 만하면 한 번씩 벌어지자 마을에서 관아에 효자 발천(發闡)의 소장

을 올렸다. 

#3  명심보감에 기록되다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봉양했어도 흐르는 시간까지 붙들어 매둘 수

는 없는 노릇이었다. 도시복은 결국 부모님을 여의었고 애끓는 심정으

로 무덤가에서 시묘를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졌

다. 근방에 물을 구할 곳이 없었다.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래서야 부모

님 묘에 상식을 올리기가 어려웠다. 이를 어쩌나 궁리하는데 맑은 물소

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반색하며 뒤지니 근처 바위 아래서 맑은 물이 

솟고 있었다.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

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물줄기는 도시복이 시묘

를 마치고 떠나자 이내 말라

버렸다. 

이처럼 이적을 몰고 다니던 

도시복의 지극한 효행은 ‘명

심보감(明心寶鑑)’에 남아 

있다. 8장 ‘효행 속(孝行 續)’

에 어머니를 위해 자식을 버

리려 했던 손순(孫順), 흉년

과 전염병의 때에 자신의 넓도시복의·효행을·기록한·‘효자야계도공정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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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리살을 베어 부모님을 봉양한 상덕(向德)과 함께 도시복이 실린 것

이다. 

이야기는 “都氏家貧至孝, 賣炭買肉, 無闕母饌. 一日, 於市晩而忙歸, 鳶

忽攫肉. 都悲號至家, 鳶旣投肉於庭”으로 시작한다. 이를 풀이하면 “도

씨는 집은 가난하였으나 효성이 지극하였다.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

머니의 반찬을 빠짐없이 차렸다. 하루는 장에서 늦어 걸음을 재촉하는

데 솔개가 고기를 낚아채 가버렸다. 슬피 울며 집에 와 보니 솔개가 그 

고기를 집안 뜰에 던져 놓았다”라는 뜻이다. 이야기는 또 다른 내용으

로 이어진다.

“(…) 都彷徨枾林, 不覺日昏. (…) 都乘至百餘里山村, 訪人家投宿. 俄而

主人, 饋祭飯而有紅枾. (…) 是天感君孝. 遺以二十顆. 都謝, 出門外, 虎

尙俟伏. 乘至家, 曉鷄.”

“(…) 도씨는 감나무밭을 헤매느라 날이 저문 것도 몰랐다. (…) 호랑이 

등에 올라 백 여리나 되는 산동네에 이르러 하루 묵게 되었다. 주인이 

제사상의 찬으로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홍시가 있었다. (…) 하늘이 그

대의 효행에 감복하셨나 봅니다 하며 주인이 홍시 스무 개를 주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오니 호랑이가 여전히 엎드려 그를 기다리고 있

었다. 이에 타고 집에 돌아오자 새벽닭이 울었다.”

그리고 “後母以天命終, 都有血淚” 즉 “후에 어머니가 천명을 다하고 돌

아가시자 도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로 끝이 난다.

아울러 그의 효행은 마을의 이름마저도 바꾸게 만들었다. 본디 상리면

(上里面)이었으나 2016년 2월 1일에 효자면(孝子面)으로 명칭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 효자면에 그를 기리는 도시복 효공원이 세워졌다. 총

면적 5,992㎡ 규모로 조성된 공원에는 도시복의 생가가 복원돼 있고, 

효자각 1개소, 사모정 3개소, 홍살문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도시

복의 이적에 얽힌 솔개·홍시·수박·잉어 이야기 또한 테마로 재현돼 있

다. 그리고 그 전부를 호랑이 동상이 형형한 눈빛으로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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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도·감복했다는·도시복의·효행을·기리기·위해·만들어진·예천군·효자면의·도시복·효공원에는·

그의·생가가·복원되어·있으며,·집·앞에·도시복의·형상물이·이곳을·찾는·사람들을·맞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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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정신 실천한 예천임씨 시조 임춘

고려 무신란 때 집안 몰락…

예천 머물며 벼랑길 내고 물길 만들어

문종 ·단종 어릴 때 스승도 맡아

09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칼끝이 목을 겨누다

1170년 고려 의종의 치하였다. 문신과 무신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문

신은 왕권을 등에 업고 정치를 좌지우지한 반면, 무신은 같은 관리임

에도 호위무사 정도로나 취급받았던 것이다. 결국 정중부(鄭仲夫)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이른바 무신정변이었다. 의종은 거제도로 쫓겨 

갔고 도성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문신이라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잡아 죽여라.”

서하(西河) 임춘(林椿·생몰년 미상)의 집안에도 화가 닥쳤다. 고려 건

국에 공을 세운 임씨 가문은 당시 귀족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으로나 기반이 탄탄한 명문가에 속했다. 증조부 임언(林彦)은 예종 때 

병마령할(兵馬鈴轄)로 여진정벌에 큰 공을 세워 ‘고려사(高麗史)’에 이

름을 올렸고, 조부 임중간(林仲幹)도 중서문하성의 정이품직 평장사(平

章事)를 지냈다. 아버지 임광비(林光庇)와 큰아버지 임종비(林宗庇) 형

제 또한 한림원(翰林院)에 들어갔을 정도로 칭송을 받았다. 

임춘 본인도 그에 못지않았다. 7세에 육십갑자를 외우고 경서를 통달

해 신동으로 불렸고 사마시(司馬試·소과)에도 단번에 급제했다. 반면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당시는 과거제가 시행된 이래로 급제가 가

장 어려운 시기였다. 어쩔 수 없이 연소자의 합격을 암암리에 억제했는

데 임춘이 스무 살도 안 된 나이로 응시한 탓이었다. 그 과정에서 문음

(門蔭)을 제안받기도 했다. 전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 없이 관리로 채

용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일이었지만 임춘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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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의·위패가·모셔져·있는·예천·옥천서원.·임춘은·고려시대·무신의·난으로·집안이·풍비박산

나는·아픔을·겪었으나·예천에서·지역민들을·위한·일을·함으로써·예천임씨·시조로·추앙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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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를 위로한 땅, 예천

험난한 여정 끝에 임춘이 자리를 잡은 곳은 예천 지과리(知過里)였다. 

이곳에 은거하여 집을 지었으며 그 집을 희문당(喜聞堂)이라고 했다. 

땅은 푸근했으나 궁핍함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詩人自古以詩窮 / 顧我爲詩亦未工 / 何事年來窮到骨 / 長飢却似杜陵翁.

자고로 시인은 시 때문에 곤궁하다지만 / 돌아보면 나는 시조차도 세

련되지 못하구나 / 어찌하여 곤궁함은 해마다 뼈에까지 사무치는지 / 

오랜 굶주림이 두릉옹과 흡사하구나.

두릉옹은 전란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며 우국(憂國)의 심정을 읊었

던 두보(杜甫)를 일렀다. 임춘의 처지에서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임춘은 예천 지역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애민심을 발휘하여 노동도 불사

했다. 예천읍 서본리 굴모롱이 위의 현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암반길(지고개 입구에서 천주교 성당 아래)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니

던 벼랑길인데, 임춘이 암반을 깎아서 비리길을 내어 사람들이 편리하

게 다니게 하였다. 이곳을 사람들은 ‘임춘천’ 곧 임춘벼랑길이라 불렀

다. 또한 임춘은 벼랑길을 내면서 한천과 연결되는 도랑을 파서 남쪽 

교외에 있는 솔개들에 물을 대어 농사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 1919년 

장승환 면장 때 예천읍내 하수와 우수를 순조롭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 

삼익수도(三益隧道)를 개통하였다. 임춘이 굴을 뚫어 물길을 내고, 이

것을 확장해 삼익수도로 불리었다는 것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런 사

어찌 조상님의 음덕에 기대 벼슬을 구하겠는가. 수치스럽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당연히 정변을 일으킨 무신 집단의 눈 밖에 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와 큰아버지가 살해되고 집이 불탔다. 장서가 잿더미로 내려앉았음은 

물론이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공음전(功蔭田·공신과 5품 이상의 관

리에게 지급하던 토지)을 빼앗기면서 당장 끼니까지 걱정해야 했다. 가

문의 처참한 몰락이었다. 

급기야 목숨마저 경각에 이르자 임춘은 가족과 함께 은신했다. 모멸

스러움을 우정에 의지해 버텼다. 임춘을 비롯해 이인로(李仁老)·오세

재(吳世才)·조통(趙通)·황보항(皇甫沆)·함순(咸淳)·이담지(李湛之) 등 

일곱 명이 모였다 하여 죽림칠현에 빗댄 죽림고회(竹林高會)였다. 하지

만 희망을 품을 새도 없이 상황은 더 악화됐다. 김보당(金甫當)이 난을 

일으키면서 수색과 탄압이 더 지독해진 것이다. 임춘은 개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급제와 출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1174년(명종 4), 울분 속에 짐을 꾸려 길을 떠났다. 목적지는 강남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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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이·예천·서본리에·한천과·연결되는·도랑을·파서·농사를·도왔다.·1919년·이곳

에·삼익수도(三益隧道)가·개통되었다.·현재·수도는·사용하지·않지만·그·흔적과·삼

익수도라·새긴·글자가·벽에·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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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들이 뒤얽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천에 대한 임춘의 지극한 

애정은 그를 예천임씨의 시조로 이끌었다.

그 전부가 임춘이 절조를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 달팽이 집과 

다를 바 없는 누옥에서 밥 대신 벼루를 깨어 먹는 심정으로 과거시험

에 더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중앙에는 그를 불러들일 의사가 눈곱만

큼도 없었다. 임춘은 “큰 고래 떨치려니 파도가 마르고, 아픈 학 날려 

하니 날개가 꺾였구나!”하고 탄식했다. 그리고 고통으로 끓는 속을 문

학을 통해 표출했다.

十年流落負生涯 / 觸處那堪感物華 / 秋月春風詩准備 / 旅愁羈思酒消

磨/縱無功業傳千古 / 還有文章自一家.

십 년을 떠도는 동안 생계가 무너졌으니 / 어디를 가도 경치가 눈에 들

어오지 않는구나 / 가을 달, 봄바람에 시를 준비하고 / 나그네 시름과 

유랑의 회포를 술로 지우나니 / 천고에 전할 공은 없다 해도 / 문장만

큼은 일가를 이루었도다.

그러던 1179년(명종 9)의 어느 날, 정변의 주동 인물이었던 정중부가 

죽었다. 정권은 여전히 부패한 무인의 손에 있었으나 임춘은 돌아갈 때

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예천에 정이 많이 들었지만 임춘은 개경행을 결

정했다. 그때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였다. 

#3  인재는 죽어 이름을 남기나니 

만사형통을 기대한 것은 아니나 거의 10년 만에 돌아온 개경은 예상했

던 이상으로 삭막하기만 했다. 살길은 여전히 암담했고 마른 몸 누일 

누추한 공간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송곳 꽂아 넣을 땅조차 허락되지를 않는구나.” 어쩔 수 없이 임춘은 

장단(長湍) 감악산(紺嶽山)으로 들어갔다. 

從此文星不在天 / 世人雖識塵中隱 / 四海詩名三十秋 / 燒丹金鼎功成近.

이후로 문성(문운을 주관하는 별)은 하늘에 없을 터 / 내가 속세에 숨

어 있음을 세상 사람 누가 알리오 / 시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지 삼십 

년 / 금 솥 안의 단약(신선이 만드는 장생불사의 영약)이 거의 익었구나.

설상가상 떠도는 중에 얻은 병마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

국 임춘은 불우했던 인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갔으되 그의 글은 남았다. 가전체 소설(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의 효시인 ‘국순전(麴醇傳)’ 과 ‘공방전(孔

方傳)’ 이 그것이다. 두 작품 모두 사회 비판의식으로 가득했다. 그 외

에도 투철한 자아 인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글을 지었다.

그 글을 죽림고회의 일원이었던 벗 이인로가 아꼈다. “선생의 글은 고

문(古文)을 얻었고, 시는 이소(離騷)와 시경(詩經)의 풍골을 얻었으니 

우리나라에서 벼슬하지 않고도 최고에 오른 이는 임춘 한 사람이다”

라고 이르며 자신이 지은 ‘파한집(破閑集)’ 에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했

다. 고문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이상적인 글의 비유였고, 이소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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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나라 시기의 대시인 굴원이 지은 장편 서정시를, 시경은 춘추 시대의 

민요를 주로 모은 오래된 시집을 가리켰다. 실로 어마어마한 극찬이라 

할 수 있었다. 

이인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임춘의 유고를 모아 여섯 권의 ‘서하선생집

(西河先生集)’ 으로 엮었다. 하지만 목판에 새겨 후세에 전하려던 그의 

뜻은 돌연한 죽음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다행히 이태가 흐른 1222년

(고종 9)에 당시 실권자이던 최우(崔瑀)의 후원으로 간행되었으나 시간

이 흐르는 동안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판본은 조선 1656년(효종 7)에 기적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개경에서 거의 1천 리나 떨어진 청도 운문사(雲門寺)

의 동호(銅壺·보물 제208호)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예천임씨 후손들

은 감격했다. 임재무(林再茂)가 꼼꼼하게 준비해 1713년(숙종 39)에 다

시 펴냈고, 1865년(고종 2)에는 임덕곤(林德坤) 등이 목활자 판으로 재

간행하였다. 

임춘의 위패는 현재 예천 옥천서원(玉川書院)에 모셔져 있다. 옥천서

원은 1667년(현종 8)에 옥천정사(玉川精舍)로 건립되었다가 1711년(숙

종 37)에 유림에서 반유(潘濡)·태두남(太斗南)·송복기(宋福基) 등 3현

을 더 추배함으로써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868년(고종 5)에 서

원훼철령으로 철폐되었으나 1920년에 상현사와 명교당을 복원하였고, 

1989년에 현재의 위치인 감천면 덕율리로 이건하였다. 매년 음력 3월

에 중정에서 향사를 지내고 있다. 

임춘의·유고를·모아·고려시대에·만든·‘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의·판본이·400여·년이

흐른·뒤·조선시대에·청도·운문사·동호(보물·제208호)안에서·발견됐다.·<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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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이군 고려 말 충신 율은 김저

공민왕 충심으로 보필…

뛰어난 지혜·경륜으로 쓰러지는 나라 지탱

10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학문을 사랑한 소년

고려 충렬왕 30년인 1304년 11월 4일(양력 12월 1일),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장흥부(長興府·현 전남 장흥) 벽계리(碧溪里)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율은(栗隱) 김저(金佇·1304~1389)였다. 가락국 시조 김수

로왕의 후예이자 흥무대왕 김유신의 후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그를 따라왔다. 아울러 그는 훗날 명장이자 충신이 될 최영의 조카이

기도 했다. 

김저는 외모와 지능, 어디 한 군데 부족한 곳이 없는 소년이었다. 집안

의 기대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김저가 평소처럼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

다. ‘서경(書經)’ 의 ‘우공편(禹貢篇)’ 을 읽다가 벌떡 일어섰다. 함께 독서 

중이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어찌 그러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

다.

“가(可)와 부(否)의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김저의 나이 고작 10세였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리를 깨우친 김

저는 이후 성현의 말씀에 더 집중했다. 그리고 15세가 되던 1318년(충

숙왕 5)에 당시 단산(丹山·현 단양)에 머물던 석학 우역동(禹易東) 선

생을 찾아갔다. 성리학에 정통한 데다 성품까지 강직한 그의 문하에서 

김저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러는 동안 김저의 명민함에 대한 소

문이 조정에까지 흘러들었다. 

모두의 바람대로 김저는 1320년(충숙왕 7)에 생원시에 합격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진사시까지 통과했고, 이태 뒤에는 19세의 나이로 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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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천군·은풍면·율곡리·작은·밤실마을.·김저는·공민왕을·모시고·홍건적의·난을

피해·있던·이곳에·은둔하면서·밤나무·1천여·그루를·심었다고·한다.·밤나무를·심은·것은

밤나무가·근본을·잊지·않는·나무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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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했다. 당시는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 왕이 수시로 교체되고 왕실과 

권신 간의 내분이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와중에도 김저는 차근차근 관로를 밟았고, 48세가 되던 1351년(충정왕 

3)에는 통훈대부 순천부윤(通訓大夫順天府尹)을 제수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가 채 바뀌기도 전에 충정왕이 유명을 달리하고 그의 뒤를 이

어 원나라에서 10년 동안 볼모 생활을 하던 공민왕이 돌아와 즉위했다. 

#2  유배 그리고 유배

공민왕은 지와 덕을 갖춘 군주였다. 신료와 백성의 신망을 얻어 원나라

에 빼앗긴 국권 회복에 힘을 기울인 과감성과 결단력도 있었다. 이를 

원나라가 곱게 볼 리 없었다. 공민왕을 내치라는 협박이 시작되었다. 

김저는 격분했다. “신 김저, 원국의 정부에 부당함을 항의하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각오한 바입니다.”

사신과 함께 원나라에 닿은 김저는 원순제 앞에서 공민왕의 폐위를 강

력하게 반대했다. 원순제가 격노했음은 당연한 이치여서 김저는 남황

(南荒·베트남)으로 유배를 당했다. 귀양살이를 이어가던 김저는 1355

년(공민왕 4) 봄이 되어서야 고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초췌한 모습의 

김저를 왕이 버선발로 나가 맞이했다.

“내 그대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사명은 손(遜), 자는 충국(忠國)이다.” 김저가·낙향해·예천에·지은·남하정(南下亭).

왕의 신임 속에 성균관사성·정당문학(政堂文學·국가 행정을 총괄하

던 종이품 문관) 등의 고위관직을 이어가던 1359년(공민왕 8) 겨울이었

다. 원나라의 농민반란군 홍건적 3천여 명이 압록강을 건너와 약탈을 

하고 사라졌다. 약 한 달 뒤에는 의주가 함락됐고, 정주와 인주를 거쳐 

서경까지 점령당했다. 이후로도 홍건적은 간헐적인 침략으로 고려를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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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혔다. 그리고 1361년(공민왕 10) 10월, 다시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를 

침입했다. 1차에 비해 규모가 커서 고려군은 수세에 몰렸고, 왕은 개경

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김저는 왕을 모시고 예천 은풍현으로 향했다. 그곳에 머물면서 어림성

(御臨城)을 쌓는 등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후 안동·상주·청주 등지

를 거쳐 1363년(공민왕 12) 2월에 환도하기까지 김저는 충심으로 왕을 

보필했다. 돌아온 개경은 어수선했다. 안 그래도 풍전등화인데 왕비 노

국공주가 난산으로 죽으면서 왕이 정사에서 손을 놓아버리기까지 했

다. 요승이라 일컬어지던 신돈(辛旽)이 중용되면서 나라는 더 엉망이 

되었다. 

“신돈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자를 내치셔야 전하께서 사시고 

이 나라도 삽니다.” 김저의 고언에 왕은 발끈했다. “감히 나를 거스르느

냐. 김저를 진도로 유배하라.”

하지만 목은 이색 등이 귀한 인물을 그리 버려선 안 된다고 적극적으

로 구명해 반년 만에 송환되었다. 이후로 김저는 성균관대사성·예문관

대제학 등의 자리에서 무르익은 학문과 경륜으로 스러지는 나라를 지

탱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일흔을 향하고 있었다.

#3  밤나무 1천 그루와 함께한 삶

1374년(공민왕 23) 공민왕이 살해당했다. 때로는 원망한 적도 있으나 

공민왕은 김저가 사랑해 마지않는 군주였다. “아침 내내 뒤숭숭한 것이 

마음이 그리도 불편터니 국상을 당하려고 그러했구나.” 김저는 피눈물

로 통곡하며 만시를 지어 공민왕을 배웅했다.

一生毓慶終無得 / 千古凶音遽不當 / 今日宮前輓素輦 / 深恩遙憶淚滂滂.  

일생 동안 가꾼 경사가 끝내 부질없어졌으니 / 천고의 흉음을 내 어찌 

감당하리오 / 이제 궁 앞에 와 상여를 매고 보니 / 님의 은혜가 북받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구나.

김저는 생전의 공민왕에게서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며 관직을 버리고 

피란지였던 예천 은풍현 사동(巳洞·현 은풍면 율곡리)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공민왕의 손때가 묻은 어림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저는 그곳

에 남하정(南下亭)을 짓고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밤나무가 근본을 

잊지 않는 나무였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밤나무는 종자에서 싹

을 틔우고 그 껍질을 밀어 떨어뜨리며 올라가는 여타의 식물과 달리, 

내려가는 뿌리와 올라가는 줄기가 맞닿는 경계에 껍질을 매다는 특징

이 있었다. 길게는 100년 이상도 달려 있어 선조를 잊지 않는 나무라 

일컬음을 받았다. 나라가 흔들릴지언정 고려의 선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그에게 맞춤한 나무였다. 김저는 그 밤나무를 1천여 그루가 넘게 

심고 지근에 머물렀다. 일명 율은거사(栗隱居士)의 은둔이었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른 1378년(우왕 4), 왕이 김저를 찾았다. 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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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쳐가는 데 힘을 보태 달라는 간곡한 청이었다. 김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대호군(大護軍·대장군)을 제수받아 책임을 다했으나, 이듬해에 

다시 예천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가꾼 밤나무숲에 닿고서야 그는 숨다

운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이후 김저는 예천에서의 일상에 집중했다. 학사고(學士庫)를 짓고 남하

지(南下誌)를 편찬하는 등 지역을 위한 일에도 앞장섰다. 겉으로는 조

용한 생활이었으나 실상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눈에서 피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시간이기도 했다. 

예천군·보문면에·자리한·율은전시관에는·김저·선생·영정과·각종·관련·자료들이·전시되어·있다.·

#4  우국충정의 한을 품고 옥사

1388년(우왕 14), 나라가 뒤집어졌다. 명나라 요동을 공략하기 위해 출

정했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정권을 장악한 것이다. 우왕

은 폐위돼 황려부(黃驪府·여주)로 유배되었고, 충신이자 명장인 최영

은 처형되었다. 김저는 경악했다.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한달음에 개경

으로 올라가 우왕의 신임을 받았던 정득후·곽충보·변안렬 등과 접촉

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황려부로 향해 우왕을 만났다.

“나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피를 토할 것 같은 이 한은 이성계가 죽어

야만 풀릴 터. 율은 그대의 충심을 익히 안다. 명하노니 그를 척살하라.”

“불사이군(不事二君)입니다. 신, 받잡겠나이다.”

김저는 팔관일(八關日)을 거사일로 잡았다. 당시 고려는 팔관회를 매년 

10월 15일과 11월 15일에 서경과 개경에서 국가적 행사로 개최하였는

데, 이성계가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사 당일에 곽충보

의 밀고로 붙잡혀 순군옥(巡軍獄·조선의 의금부)에 갇혔다. 심문 끝에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유배를 당했고, 김저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성계는 그의 시신을 저자로 끌고 나가 베어버리게 했다. 집안

도 풍비박산 났다. 정경부인 경주김씨는 스스로 남편의 뒤를 따랐고, 

아들 김전과 손자 김두 또한 끝내 목숨을 버렸다. 사람들이 일문삼세

(一門三世)의 충절이라 칭했다.

처참한 죽음이었으나 김저의 충절은 스러지지 않았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 추구한 덕치주의의 흐름에 따라 신원이 복원된 데 이어 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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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문면 미호리에 표절사(表節祠)가 건립된 

것이 그것이다. 후손들은 목은 이색·야은 길

재·포은 정몽주와 더불어 고려 사은(四隱)

으로 추앙받아 마땅한 김저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제향을 올렸다. 이후 표절사는 

1864년(고종 1)에 화마를 입었으나 1989년에 

중건되었다. 공교롭게도 김저가 유명을 달리

한 해로부터 정확히 600년이 되던 해였다.

오래전 김저의 장례를 치르던 날 푸른 새 한 

마리가 홀연히 날아와 그의 시신 위를 날며 

‘고려충, 고려충!’ 하며 울었다고 전해진다. 표

절사 사방이 죄다 나무숲이고 풀숲인 바, 그

곳에 터를 잡고 사는 뭇 새 중에 그 푸른 새

의 후손이 있을지도 모르리라.

김저의·충절을·기리기·위해·건립된·예천군·보문면·미호리·표절사·전경.

1864년에·화마를·입었으나·1989년에·중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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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승의 연으로 산 이찬·김영인 부부

임금 고친 뛰어난 의술로

고향의 病者도 가리지 않고 보살펴

11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붉은 끈으로 이어진 인연

1644년(인조 22) 2월이었다. 영의정 심열·좌의정 김자점·우의정 이경

여 삼정승이 대전에 섰다.

“옥후(玉候·임금의 건강 상태)가 미령하시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으시

니 걱정과 황급함이 실로 큽니다. 항간에서 명의로 검증된 이찬을 불

러들여 증세에 맞는 약재를 의논해 정하도록 하소서.”

“이찬의 의술이야 내 익히 안다. 8년 전에도 도움을 받았거늘. 그리하라.”

8년 전이란 어의의 치료에도 효험을 얻지 못한 인조의 병을 국창(菊窓) 

이찬(李燦·1575~1654)이 고친 일을 일렀다. 당시 왕은 특명을 내려 이

찬을 익위사사어(翊衛司司禦·종오품)로 등용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후 

이찬은 종부시주부(宗簿侍主簿)·공조좌랑·군위현감을 역임하다가 건

강을 위해 사임한 후 의술에만 집중한 터였다. 그런데 임금이 다시 찾

은 것이다. 

대전을 빠져나간 어명이 궐문을 넘어 이찬에게 닿았다. 명을 받잡은 이

찬에게 두 마음이 일었다. 앓는 군주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능력을 인

정받은 데 대한 자부심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찬은 서애 류성룡의 

생질로 문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술로 더 유명했던 것이다.  

임금의 부름에 서둘러 입궐 준비를 하며 이찬은 고향 예천 용궁 무

리실(현재 무이2리)에 두고 온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 김영인은 학

자 설월당(雪月堂) 김부륜(金富倫)의 딸이자 계암(溪巖) 김령(金坽 

·1577~1641)의 누이로 나무랄 데가 없는 여인이었다. 총명하고 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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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하며 행실까지 아름다워 이찬이 무척이나 사랑했다. 

이찬이 서안의 서랍을 열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아내의 편지를 꺼

냈다. 맨 위의 ‘寄遠(기원)’ 두 글자부터가  이미 애틋했다.

경북·예천군·용궁면·무이2리·국창·이찬의·생가터에는·현재·종손인·이기동씨가·집을·지어

살고·있다.·이찬은·이곳·고향에서·예천·백성들을·위해·의술을·펼치고·후학을·양성했다.

寄遠

멀리 부칩니다

生來人間赤繩纏 / 一朝相別兩可憐 / 天寒旅舍伺如在 / 寂寞空閨獨不眠.

세상에 태어나 적승의 연을 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별이라니 마주 보

고 그저 웁니다 / 추운 날 객지에서 어찌 지내시는지요 / 고독한 규방

에서 홀로 잠 못 이룹니다.

적승은 부부의 인연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사연인즉슨, 당나라 때 위

고(韋固)라는 청년이 여행 중에 허난성의 송성(宋城)이란 곳을 지나다

가 한 노인을 만났다. 달빛 아래 신비로운 분위기에 이끌려 대화를 나

누게 되었는데, 노인의 주머니에 적승(赤繩), 즉 붉은 끈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 위고가 그게 무어냐고 묻자 노인이 “이 끈으로 사내와 여인의 

발을 묶으면 부부가 된다네.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든 이역만리에 떨어

져 있든 바꿀 수가 없지” 하고 대답했다. 그러곤 위고의 배필이 누구인

지 알려주었다. 부부를 맺어주는 월하노인(月下老人)의 기원이었다. 한

마디로 이찬과 김영인은 하늘이 맺어준 사이라는 뜻이었다.

이찬이 다른 편지를 펼쳤다. 

有約重相見 / 如何久不來 / 梨花萬庭落 / 春鳥數聲哀.

만나자 거듭 약속해 놓고선 / 어이하여 이리도 오지를 않으시나요 / 배

꽃은 뜰 가득히 지고 / 봄 새 몇 마리가 슬피 우네요.

이찬은 몇 번이나 읽은 후 고이 접어 서안에 올렸다. 그리고 지필묵을 

챙겨 앉았다. 기쁜 소식이 생겼으니 아내에게 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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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천을 살핀 의술

이찬은 집안에서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수재였다. 의

술만 해도 독학으로 명의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식견을 알 만했다. 

성품도 남달랐다. 남의 선행을 보면 아낌없이 칭찬하는 반면 허물은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옳고 그름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로 타협하지 않았다. 누구든 찾아와 배움을 청하면 귀찮은 기색 없이 

정성껏 가르쳤다.

특히 이찬은 그가 가진 의술을 베푸는 데도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사

실 이찬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어지간히 큰 지역이 아니면 의료의 혜

택을 누리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중앙에야 내의원·전의감·혜민서·

활인서 등의 의료기구가 설치돼 있었지만 지방민을 위한 제도적인 기

초는 미비했다. 소수의 의료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일반 

백성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 시기에 이찬은 임금도 고친 뛰어난 의술로 자신의 고향에 머무를 

때는 한결같이 아픈 예천 백성을 살폈다. 그것도 소외당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

고 한달음에 병자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찬은 예천 백성들에게 당연히 

존경과 공경을 받았고 김영인이 그의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같은 마음

이었다. 또한 이찬은 그의 자형인 청풍자 정윤목 대감과 함께 삼강서당

에서 후학들을 양성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아우르느라 예천에 머물 새가 없는 남편

이었다. 임지에 동행하기도 하지만 떨어져 지낼 때는 그리움이 뼈에 사

무쳤다. 마치 답 쌓인 구름과 첩첩인 산이 남편의 귀향을 막는 것만 같

았다. 

別後愁誰語 / 路遠音信難 / 好還知何日 / 西望隔雲山.

이별의 수심을 뉘에게 이르랴 / 길이 멀어 소식 닿기 어렵구나 / 좋은 

시절 얼마런가 / 서쪽이 구름과 산으로 막혀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있어 준다면 바랄 것이 없는 환경이었지만 김영

인은 남편의 큰 뜻을 받드는 데 소홀히 하지 않고, 남편을 지지했다. 

이찬도 그런 아내의 마음을 고마워했다. 

어느 날 몸종이 환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마님, 나리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김영인이 반색해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뜯어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자니 목이 메었다. 남편의 

애정 깃든 편지에 김영인은 넘치는 마음을 바로 종이에 옮겼다. 

書札自何處 / 開緘感歎長 / 相思無限意 / 此日更難忘.

어디선가 날아든 편지 / 뜯어보고 감격하였어요 / 임을 그리는 마음이 

/ 오늘도 가시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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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가 한 책으로 전해지다

김영인의 시를 이찬은 진심으로 아꼈다. 친정 동생을 생각하며 지은 

시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읽었고, 조카의 부음을 듣고 지은 시를 본 날

은 남몰래 눈물도 지었다. 자신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담긴 시는 두말

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시는 따로 있었다.

臥病深房日已久 / 精神氣力漸消然 / 平生辛苦寧容設 / 命在今朝更可憐.

깊은 방에 누워 앓은 지 오래라 / 정신과 기력이 점점 쇠약해지는구나 

/ 평생의 고생을 어찌 다 말할꼬 / 실오라기 같은 목숨이 참으로 가련

하구나.

이찬은 흰머리도 나기 전에 병이 들어버린 아내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녀가 지은 시를 소중하게 보관했다. 

그로부터 200년 하고도 40여 년이 더 흐른 1895년(고종 32), 7세손인 

이기락(李基洛)이 이찬과 김영인의 글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우선 이찬

이 남긴 것으로는 시·편지·제문·만시 등이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처

남 김령에게 보낸 4편의 편지 ‘여김계암서(與金溪巖書)’였다. 김령은 임

진왜란 때 17세의 나이로 자진 종군하고, 명나라의 총병사 오유충과 

유격장 노득공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을 정도로 학식이 숙성한 인

물이었다. 김영인의 동생다웠다. 그리고 이찬이 모아둔 김영인의 작품

으로는 시 44수와 차운시 11수가 있었다. 이기락은 이 전부를 갈무리

해 편집한 뒤 손자에게 간행을 당부했다.  

뜻을 받은 9세손 이준구(李駿九)·이우구(李宇九) 형제와 10세손 이동

이찬이·자형인·청풍자·정윤목·대감과·후학들을·양성한·것으로·전해지는·삼강서원은

현재·사라지고·터만·남아·있다.·

욱(李東郁)은 3년 후인 1898년(고종 35)에 드디어 ‘국창집(菊窓集)’ 을 

세상에 펴냈다. 김영인의 작품은 ‘국창선조비영인광주김씨일고(菊窓先

祖令人光州金氏逸稿)’ 라는 이름을 달고 합간되었다. ‘용산문집(龍山文

集)’ 의 저자 이만인(李晩寅)의 서문이 권두에 실리고, ‘시려집(是廬集)’

의 저자 황난선(黃蘭善)의 발문이 권말에 실렸다. 이때 황난선이 김영

인의 시를 일러 이렇게 예찬했다.

“음조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격률은 맑고 곱고 담박하다.”

김영인의 성품이 그러했고 김영인·이찬 부부의 금실이 그러했으며 예

천에서의 삶이 또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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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에 스승이 되는 선비 국파 전원발

元서 장원급제 ‘볼모’ 같은 벼슬살이

과도한 고려 조공 절반 경감 이끌어

12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  청년 인재, 타국에 볼모로 묶이다

고려 1315년(충숙왕 2) 정월, 과거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른바 

응거시였다. 본디 고려에서는 과거의 본 시험을 동당감시(東堂監試)라 

일렀다. 하지만 원나라의 간섭이 극심하여 고려의 과거에 합격해도 원

나라에 가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했다. 고려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데

려다가 그네들의 입맛대로 휘두르겠다는 계산이었다. 이에 과거에 응시

한다는 뜻의 응거(應擧)를 써서 응거시가 되었다.

이때 현서 달지리(현 문경시 영순면) 출신의 18세 청년이 문과에 합격

했다. 응양군민부전서(鷹揚軍民部典書) 전진의 아들, 국파(菊坡) 전원

발(全元發·생몰년 미상)이었다. 용궁전씨 시조 용성부원군(龍城府院

君) 전방숙(全邦淑)의 5세손으로, 전법총랑(典法摠郎) 전충경(全忠敬)

의 증손이자 판도총랑(判圖摠郎) 전대년(全大年)의 손자이기도 했다.

전원발은 마냥 기뻐하지 못했다. 원나라로 떠날 생각을 하면 심란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불안했다. 하지만 고려는 힘이 없었다.

원나라로 차출된 전원발은 원칙대로 다시 그곳의 과거에 응시했다. 뜻

밖에도 결과는 장원급제였다. 당시 원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기란 낙타

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런데 몽골인도 아닌 

고려인이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이다. 그토록이나 뛰어난 인재를 원나

라가 호락호락 놓아줄 리 없었다. 전원발은 볼모 아닌 볼모가 되어 원

나라에 발이 묶였다. 

그런 상황에서 전원발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려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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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고 우뚝 서는 것이었다. 전원발은 사명감을 가지고 적응했고, 

힘을 키웠다.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벼슬도 따라왔다. 병부의 고위관직인 

병부상서(兵部尙書)와 집현전 고위관직인 태학사(太學士) 그리고 영록

대부(榮錄大夫) 등에 올랐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

졌다.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조공 요구가 점점 과해진 것이다. 고려가 

피폐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전원발은 순

·전원발을·제향하기·위해·세워진·소천서원.

제(順帝·1320~1370)를 알현했다.

“고려는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세금과 조공의 폐가 지나칩

니다.”

조목조목 따지는 전원발의 논리에 순제는 납득했다. 

“허락하노라. 아울러 그대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비단옷을 

하사하겠다.”

이로써 금·은·명주·말 등을 비롯한 세공이 절반 이상 감경되었다. 

#2  충신의 노후를 함께한 마을, 무이리

명나라 개국을 기점으로 전원발은 고려로 환국했다. 중간에 귀국할 기

회가 있었음에도 원 정부에 남아 외교적 가교역할에 충실했던 그를 공

민왕은 진심으로 환영했다.

“중국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대 덕분에 세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피로한 백성이 안심하고 쉬게 되었으니 실로 공이 크다. 마땅히 상을 

주리라.”

공민왕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전원발을 축산부원군(竺山府院君)에 봉

한 뒤 예천 용궁 무이리의 성화천(省火川·현 금천) 일대를 하사했다. 

아울러 고려를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타국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나라가 간신으로 득시글거리는 것을 보고 전원발은 무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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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영순면·오룡리에·자리한·국파·전원발·묘소.

로 향했다. 그리고 성화천 동쪽 

바위 그윽한 자리에 청원정(淸

遠亭)을 짓고 눌러앉았다.

청원정은 당시로써는 보기 드

문 평면 구조였다. 정면 3칸·측

면 1칸 반 규모의 일자형에 온

돌방을 중심으로 양측에 마루

방을 각각 1칸씩 두고 전면에 

툇마루를 설치한 후 팔작지붕

을 얹어 미학적 가치를 입혔다.  

전원발은 이곳에서 노후를 보

냈다. 세 벗이 종종 찾아와 함

께 지냈는데 서북면도병마사와 

정당문학 등을 역임한 난계(蘭

溪) 김득배(金得培), 판삼사사

와 정승 등을 지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삼사좌윤과 성

균관대사성을 거친 척약재(척

若齋) 김구용(金九容) 등 학식

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정이 

맑은 인물이었다.

세 사람은 전원발의 재능이 아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2. 백대에 스승이 되는 선비 국파 전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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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웠다. 그중 김득배가 편지로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치자 전원발은 담

담하게 답했다. 

江濶修鱗縱 / 林深倦鳥歸 / 歸田是吾志 / 非是早知機.

강이 넓으니 물고기가 자유로이 헤엄치고 / 숲이 깊으니 지친 새가 돌

아오는구나 / 고향에 돌아와 밭을 일구는 것은 나의 뜻이니 / 세상이 

괴로운 줄 일찍 알았도다.

제자도 가르치며 한가로이 소요하던 어느 날, 자정미수(慈淨彌授) 대사

가 입적했다. 법상종의 유명한 승려로 왕의 신망을 얻었던 그의 죽음

에 어명이 떨어졌다.

“속리산 법주사에 비를 세우라. 글은 이숙기가 짓게 하고 글씨는 전원

발이 쓰게 하라.”

전원발은 원나라에서 맹활약했던 인물답게 문장뿐만 아니라 명필로도 

이름이 높았다. 전원발이 명을 받자와 ‘자정국존보명탑비(慈淨國尊普

明塔碑)’를 일필휘지로 써서 올렸다.

전원발이 내려놓은 벼슬길은 그의 자손들이 대신 걸었다. 아들 전한

(全僴)은 사복시정(司僕寺正·사복시에 속한 정삼품)을 지냈고, 손자 전

강(全强)·전근(全謹)·전경(全敬) 형제는 모두 장원급제하여 고위관직

을 지냈다.

#3  나라를 살렸으니 소천(蘇川)으로 개명하라

전원발의 무게감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깊어졌다. 동방의 주자

로 일컬어졌을 정도로 걸출했던 조선의 대학자 퇴계(退溪) 이황(李

滉·1501~1570)은 전원발을 일러 이렇게 평가했다.

“광풍제월(光風霽月)을 지닌 군자요, 고인(高人·벼슬에 오르지 않고 고

결하게 사는 사람)으로 백대에 스승이 되는 선비셨다.”

광풍제월은 비 갠 뒤의 바람과 달을 가리켰다.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시원하고 깨끗한 전원발의 인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었다. 

이황의 칭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북송 시대의 유학자로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주돈이(周敦頤)의 생애에 비견한 데 이어, 고려의 유학자

로서 조선에까지 은덕을 베푼 명현(名賢)으로 표현했다.

그런 전원발이 살았던 곳답게 무이리 또한 충신의 마을로 거듭났다. 

임진왜란 때였다. 당시 무이리에 은거하던 전 황해관찰사 백진양이 분

연히 떨쳐 일어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

다” 하고 출전했다. 얼마 뒤 백진양을 태우고 떠났던 말이 홀로 상처투

성이로 돌아오다가 마을 앞에서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말

을 묻어주고 백진양을 기다렸지만 전쟁이 끝나고도 그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에 그의 의관과 유품으로 마을 앞산에 묘를 만들고 백장군산

이라 불렀다.

바로 그 백진양이 활약한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이 흐른 1698년(숙

종 24)이었다. 임금이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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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용궁면·무이리에·자리한·청원정(왼쪽·앞·건물)과·소천서원(오른쪽·뒤편·건물).

청원정(淸遠亭)은·원나라에서·귀국한·국파·전원발이·고향·무이리에·머물면서·노후를

보내기·위해·지은·건물이다.



“전원발이 중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부여된 세금과 조공의 폐해를 

여러 번 아뢰어 수정한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공의 수량이 조선

에까지 이르러 우리가 편안하게 되었다. 그 공을 어찌 잊으리. 성화천

을 소천강으로 고치라.”

소천강(蘇川江)은 글자 ‘소(蘇)’ 가 가리키는 대로 나라를 소생, 즉 되살

렸다는 뜻이다. 마침 영남의 유림에서도 묘우(廟宇·신위를 모신 집)를 

세우자는 의견이 제시되던 차였다. 이에 참봉 전찬(全纘)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찬은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한 전원발의 8세손이었다.

“국파 어른은 세상에 드문 명현이시니 후손된 자로서 그 덕을 갚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로써 소천서원(蘇川書院)이 세워졌고 전원발이 제향되었다. 1701년

의 일이었다. 신도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 훌륭한 도리와 아름다운 자취를 세상에 다 전할 수 없음이 한스

러우나 그 현저한 훈업과 월등히 뛰어난 기절은 오백여 년을 거쳤음에

도 다하지 않았다. (…) 그리고 이 글을 보거든 지나는 이 옷깃 여며 숙

연하라’ 고 끝을 맺었다.

소천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하던 중 1868년(고종 5) 대원

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68년에 지역 유림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다. 아울러 임진왜란 시기에 소실되었던 청원정(경북도문화재 

제533호) 또한 1918년, 생전의 전원발이 강의하던 자리에 다시 세워졌

다. 지금도 예천 용궁 무이리에 가면 청원정뿐만 아니라 ‘국파전선생유

허(菊坡全先生遺虛)’ 라고 새겨진 커다란 바위를 볼 수 있다. 

예천군·용궁면·무이리에·자리한·청원정.

역사의 중심에 선 예천人 12. 백대에 스승이 되는 선비 국파 전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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